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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기술보고는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LNG선 개조 발전플랜트 기술개발 기획과제 보고서를 

발췌하여 요약 설명한 것이다.

LNG 연료는 환경오염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글로벌 트

렌드 및 경제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세대 연료로

서 가정용, 산업용, 자동차, 선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

목을 받고 있다.

한편, SOx, NOx와 같은 해양대기오염 관련 규제의 강화와 

용선 및 운임 하락 등으로 인한 해운사의 유지비용 축소 노력

은 기존 저효율 중고 LNG 운반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의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본 기술보고에서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된 

중고 LNG 운반선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부

유식 LNG 발전플랜트로의 개조에 관해 살펴본다.

2. LNG선 개조 발전플랜트의 

정의 및 기능
  

(1) 정의

LNG선 개조 발전플랜트란 LNG 저장, 공급 설비와 발전 설

비(30∼100 MW급)를 중고 LNG 운반선에 일체화한 해양 플랜

트를 의미하며, 기존 육상 발전소 건설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

을 극복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 해양플랜트이다.

LNG선 개조 발전플랜트 개념도   

(2) 기능

1) LNG 저장 기능

LNG 운반선으로부터 LNG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기능으로 

발전용 연료, LNG 연료추진선박 벙커링 및 육상 LNG/NG 공

급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LNG 기화 및 가스 운송 기능

육지에 근접한 해상 부유식 LNG 발전플랜트에서 LNG 또는 

이를 재기화한 후 LNG를 육상으로 공급한다.

3) 발전 및 전력송배전 기능

육지에 근접한 부유식 LNG 발전플랜트에서 LNG를 이용하

여 전력을 생산한 후 육상으로 송배전 한다.

4) 해상 LNG 벙커링 기능

육지에 근접한 해상 LNG 운반선에서 LNG를 해상의 부유식 

LNG 발전플랜트로 공급 하는 기능과 부유식 LNG 발전플랜트

에서 LNG 연료추진 선박으로 LNG를 벙커링하는 터미널 역할

이 가능하다.

LNG 발전플랜트 기능 

           3. 기술개발 필요성

(1) 정책적 타당성

1)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지속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핵심으로 하

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힘에 따라 

친환경적인 LNG 발전의 확대가 예상된다.

2) 국제 해사기구(IMO)의 친환경 선박 규정 강화

IMO 규제에 따라 CO2, NOx, SOx 등에 대한 배출규제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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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선박 시장구조를 전체적으

로 친환경선박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 연료

(LNG) 수요 증가, 기존 연료(비 친환경, 저효율) LNG운반선 폐

기화(중고폐기)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폐기되는 중고 LNG 운

반선의 활용 방안이 문제될 수 있다.

(2) 사회 ‧ 경제적 중요성

근래 해운과 해양자원개발 시장의 침체로 조선업계는 안정

적 최소일감 확보조차 어려운 비상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피

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기술개발도 필수적일 것이다. 중고 LNG선을 개조한 발전플

랜트는 한국의 강점인 LNG선 기술능력에 LNG 재기화, 벙커

링, 발전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융복합형 기술이다. 이러한 도

전적 R&D를 통한 차별화된 기술 확보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

여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기술수준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4. 산업 동향

(1) 시장 동향

1) LNG 시장

친환경 연료로서 현재 석탄, 석유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LNG는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될 전망이다.

에너지 형태별 비율

           

최근 LNG 생산, 저장, 운반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관련 개

발비용이 감소하였으며 러시아, 미국, 호주, 캐나다, 모잠비크 

등 세계 각국의 가스전 개발로 LNG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이 점차 안정화되었으며, 러시아 극지 가스정과 미국 셰일가스

의 개발로 LNG 교역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부유식 발전 시장

부유식 발전은 1940년대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최초로 

필리핀에 30MW급 부유식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0년 이후 Karadeniz(터키)사에서 중고 선박 개조를 통한 

부유식 발전소 건조를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소를 중심으로 LNG선 및 FSRU를 통해 축적

된 기술을 바탕으로 LNG 부유식 발전플랜트 개발을 진행하였

으나 현재까지 수주 실적은 없으며, 중국(Wison), 일본(MHI, 

KHI, Chiyoda 등), 노르웨이(Sevan)에서도 LNG 부유식 발전

플랜트 개념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2) 기업 동향

1) 해외 기업

①  Karadeniz holding社
2009년 세계 최초로 부유식 발전 선단을 설계하기 시작하

여 현재까지 총 9척의 발전선(Powership)을 이라크, 레바논, 

가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에 있고 최근 발전선

으로  개조하기 위해 벌크선(Kohyohsan, 일본 건조)을 추가 

구매하였으며 해운시장의 침체를 기회 삼아 발전선 사업을 더 

늘릴 것이라고 한다.

발전선은 주로 벌크선 개조를 통해 상부 갑판위에 엔진 또

는 터빈을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② 치요다(Chiyoda) 화공건설

2017년 LNG 선박의 부유식 발전플랜트 개조에 대한 개념설

계 승인을 ABB로부터 받았다.

저비용과 빠른 납기를 위해 노후 LNG선의 개조 방식을 적

용한다.

③ 미쓰이 해양개발(MODEC)

2017년부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부유

식 LNG 발전플랜트 사업을 시작(FSRWP :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Water-desalination & Power generation)했다.

④ 이시카와지마-하리마(IHI) 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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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LNG운반선 시장 세계 점유

율 1위

 노후화된 LNG선박의 증가 

및 가격 하락

 조선해양기술과 플랜트기

술 융합 가능

 해양산업의 저수익 이익 구

조

 FEED 역량 및 핵심설계 능

력 부족

 해양플랜트분야 기자재 국

산조달율 저조

 조선해양산업의 우수 기술

인력 확보  

 조선소의 표준화된 건조 기

술 보유

 기존 LNG선박의 설비 인프

라 활용 가능

 선박 개조 기술 및 엔지니어

링 역량 부족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 

연료 부각

 세일가스 개발로 LNG의 

경제성 강화

 국가의 원전 확대 정책 수

정 (감축)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가

동중단 및 폐기

 친환경발전 수요 증가 예상

 LNG 복합발전이 지속가능 

청정발전으로 대두

 기존의 육상 발전소 건설의 

공간. 시간적 제약 극복 및 

대처 가능

 고수익 발전사업 시장 창출 

가능

 유가하락에 의한 선박연료

에 대한 LNG 가격경쟁력 

약화 

 LNG 발전설비 이용률 감

소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기

회

요

인

(O)

(SO 전략) (WO 전략)

 LNG 저장, 공급 설비와 

발전플랜트를 부유식 해

상구조물에 일체화하는 

방식 구현

 LNG 다기능 발전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 확대 

 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 

관련 로드맵 수립

 부유식 발전플랜트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확

보 

 FEED 역량 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설계 

능력 제고

 가스터빈 등 고효율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자재 모듈 기술개발

위

협

요

인

(ST 전략) (WT 전략)

 기술융합 혁신을 통한 비

즈니스 모델 창출 및 시

장 선점

 복합 해양플랜트 융합 기

술 확보

2016년 DNV GL로부터 FSRU와 발전플랜트의 기능을 조합

한 부유식 LNG 발전소(FLPS : Floating LNG Power Station)

에 대한 개념 설계 승인(AIP)을 받았다.

FLPS는 부유식 저장설비 및 재기화설비, 발전플랜트로 구

성되며, LNG 선박으로부터 LNG 하역, LNG 재기화, 천연가스

를 이용한 발전, 육상 전력망에 전력 공급 기능으로 구성된다.

⑤ 위손 오프쇼어앤마린 (Wison Offshore & Marine)

중국의 최대 LNG 관련 해양플랜트 업체인 위손 오프쇼어앤

마린(Wison Offshore & Marine)은 발전설비 제조업체인 상하

이 전기(Shanghai Electric Group)와 중대형 부유식 LNG 발

전소(LNG power generation barge)를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

으로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 7월 50MW급 W-FSRP에 대해 프랑스 선급(BV)으로

부터 AI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barge 타입으로 LNG 공급이 

적절치 않은 경우, 이중 연료 엔진 및 이중 연료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다.

2) 국내 기업

①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전력기술과 부유식 발전설비(FSPP : 

Floating Storage Power Plant) 기술개발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2016년 12월)하였다.

②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폴라리스쉬핑, 한국중부발전, 지멘스와 이동

식 발전선(Mobile Powership) 개발을 위한 합작사업 양해각서

를 체결(2013년 10월)하였다.

③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가스터

빈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국책과제를 통해 270MW, 효율 40% 

이상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5. SWOT 분석

(1) SWOT 분석

(2) SWO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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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조선,플랜트 등 주력 수

주산업의 핵심역량을 결

집한 새로운 상품 창출

 주력산업 R&D 육성을 통

한 국가주도의 해외 수출

상품 개발

 동남아시아 LNG 발전 수

요증가에 따른 국가적 수

출 활로 모색

 통일 후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최적대안으로 새로

운 발전 시장 창출

 기존기술을 활용한 품질 

확보 및 건조 공기 단축

을 통한 수익창출 전략 

수립

 유지,보수,개조,운영 등

에 대한 발전플랜트 서비

스 기술 확보

6. LNG선 개조 발전플랜트 핵심 기술

(1) LNG Cargo Handling 시스템

1) BOG 처리 시스템

LNG 탱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자연기화가스 (BOG, 

Boil of Gas)는 탱크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기에 BOG의 안전한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LNG 운반선에서 BOG를 처리하는 방법은 ①저장탱크 외부

로 방출 및 소각, ②재액화후 저장탱크로 복귀, ③선박연료로 

활용(추진 및 발전) 등이 있다. 

2) LNG 저장 시스템

LNG 탱크는 LNG발전 및 벙커링, 재기화를 위해 LNG를 저

장하는 시스템으로 LNG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LNG 슬로싱에 대비한 내부 보강이 필요하며, 증발 가스량

을 고려한 단열재 설계, 선체와 화물창의 연결부위에 대한 지

지대 설계, 화물량 계측을 위한 CTS의 배치, 소재와 관련 부분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LNG 발전플랜트 시스템

1) LNG 발전

LNG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으로 가스 엔진 방식과 가스터빈 

또는 가스터빈과 폐열회수장치 및 스팀터빈을 복합적으로 사

용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2) LNG 발전시스템 엔지니어링

LNG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의 엔지니어링 기술로 선박의 

Integrated System, Switch Board, Generator를 연결해 주는 

Power Management System이 필수적이다.

(3) 육상 LNG/NG 벙커링 시스템

1) LNG 벙커링 시스템

LNG 발전플랜트 내의 LNG를 육상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으

로 LNG 화물창 내 Cargo Pump, Pump Tower, LNG 

Bunkering Manifold로 구성된다.

2) LNG 재기화 시스템

LNG를 기화 시키는 장비로서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저장 

탱크에서 공급되는 LNG 및 증발가스 혼합기, LNG를 압축하는 

고압펌프, 열교환기, Gas Metering System, Vaporizer 

Heating System으로 구성된다.

3) 육상 운송용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LNG를 기화 시키는 최적 Heating 시스템 기술로 Seawater 

Heating System, Steam Heating System, Air Heating 

System, Glycol Water Heating System, Combined Heating 

System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4) 해상 LNG 벙커링 시스템

1) LNG 운송 시스템

Ship to Ship 벙커링을 위한 기술로 LNG 벙커링용 운송 기

술, 지능형 접안 시스템, Ship to ship Link system, Ship to 

ship Mooring system 등이 있다.

2) LNG 운송량 측정 시스템

LNG 운송량 계측을 위한 LNG 유량 측정 시스템으로 

Sampling 추출 장비, LNG 가스 성분 분석기, LNG Flow 

Computer 등으로 구성된다.

(5) 중고 LNG 운반선의 개조 관련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1) 개조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LNG운반선 개조 공정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로 Cargo 

Handling 시스템 최적설계 및 해석 기술, 시스템 위험도 평가 

분석 기술 등이 있다.

2) 구조 설계 및 배치 제작 기술

구조 진동 해석 기술, 배관 간섭 체크 모델링 기술, Cargo 

containment system 개조 기술, Engine Room 개조 기술, 유

틸리티 시스템 개조 배치 기술 등이 있다.

3) 통합 제어 엔지니어링 기술

LNG 복합 플랜트 운영을 위한 통합 제어 엔지니어링 기술

로 통합 자동화 시스템, 통합 F&G 시스템, 자가 진단 및 고장 

예측 기술, 훈련용 교육시스템, HILS 검증 기술 등이 있다.

7. 경제성

부유식 LNG선 개조 발전플랜트 신규 시장 창출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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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매출은 900억원/척, 고용효과는 552명/척 예상된다.

또한, 부유식 LNG선 개조 발전플랜트를 LNG Value chain

의 신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하여 관련 기자재의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실증 베드로 활용시 기자재 국산화 관련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8. 정책 제안

(1) 국제해사기구 친환경 규제 대응과 해운사 운용비용 절감

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신규 선박 교체 시 금융지원이 필요

하다.

1) 세계 물동량 및 운임 가격이 낮은 현실에서 친환경 고효

율 신규선박은 해운사에 있어 운용비용을 절감하여 해운사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2) 수주잔량 및 수주량이 급감한 현 시점에서 조선소의 신

규 선박 발주를 통한 건조물량 확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2) 국내 조선산업 및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후 LNG 선박을 활용한 LNG선 개조 다기능 발전플랜트 실

증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1)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발주 급감에 따라 LNG선 개조 다

기능 발전플랜트는 기존의 국내 LNG Value chain 확장과 해

양플랜트의 신규 비즈니스 영역 창출이 가능하다.

2) 개발단계부터 국내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화시 

수입대체효과가 가능하며 LNG 운반선, LNG FSRU, FLNG, 

LNG 벙커링, LNG 터미널 분야와 관련한 기술이므로 국내 기

자재의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실증 사업의 동시 수행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3) 조선산업과 전력산업, 건설산업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시장 창출을 위한 이종 산업간 연계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

1) LNG선 개조 다기능 발전플랜트는 조선산업의 설계엔지

니어링 및 건조기술과 다기능 발전플랜트 운용과 관련된 전력

산업과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해당 기술은 육상 LNG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므

로 육상 전력플랜트분야 건설 산업과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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