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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t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hich started in the 1970s with the advance

of three shipbuilding companies, has been ranked as the world's largest and most

successful model of the heavy and heavy chemical industry in the world since the 1990s,

and has become a driving force for Korea's economic growth for several decades, including

job creation and trade surplus.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as won a lot of orders

in favorable market environment, expanded facilities and manpower, built many ships and

delivered them to shipowners, earning a lot of foreign currency and creating a ‘successful

myth.' However, when the global economic crisis broke out in 2008, shipbuilding in Chosun

was stagnant and shipbuilding orders sharply decreased.As the facility and manpower

increased in the boom period, the economy and the facilities become overcrowded as a

result of the crisis, signs of a crisis in 2013 begin to appear. In 2015, three major Korean

shipbuilders lost more than 6 trillion won in operating losses. Now, Korea 's shipbuilding

industry is facing a crisis such as massive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Would not it have

been possible to prevent the loss and restructuring of a trillion won if we recognized the

recession of the global economy and understood the appropriate timing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epare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risis? Therefore, we analyze trends

and trends of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such as Europe, China, and Japan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shipbuilding industry and suggest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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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매출신장률·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측정치

만으로 경영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현재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업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생존을

위해 경영혁신이 필요한데,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

이 필요하다.

기술경영은 과학과 경영 · 엔지니어링과 경영

의 원리를 연결하여 기술적 역량을 계획·개발·실

행하여 조직의 전략과 운영상의 목표를 만들고 달

성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기술집약적 산업후

원·기술하부구조·지식하부구조 과학기술발전에 필

요한 인적자원개발 계획의 특성이 있고, 산업차원

에서는 어떻게 한 국가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

인가, 기술혁신능력을 창출,유지,확대하여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룰것인가, 기업차원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능력의 기획·개발·집행

과 관련된 학제적 분야의 특성이 있다. ‘기술경영

은 기업성장을 위한 기술적 과제들을 취급하고 기

술능력을 기획,개발,운용하는 것으로, 기업 내 기

술자가 경영을 습득하고, 경영자에게는 기술적 특

성을 배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한정

희,2014)’ 이라 하였다.

혁신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프로세스

의 일부로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성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즉 시장의 새로

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new idea 의 사업화를

말한다. 경영혁신은 ‘기업가특유의 도구로서 기업

가가 환경변화를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한 변화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Drucker,1985)이라 하고, ‘개

인·집단·조직 또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에 상당히

유익한 아이디어·과정·제품 또는 절차 중 새로운

것을 역할 담당자·집단 또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West,1990)이라 한다.

본 연구는 세계 조선산업의 성장률 추이와 수

주량 변화를 조사하고, 국외업체들과 정부의 대응

방식은 어떠했는지 국내와 비교 검토하여, 국내

조선산업의 문제점과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

동향의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혁신을 이루어져야 할 적절

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기술혁신을 시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조선산업의 발전 현황

조선업은 배를 조선소에서 제조·가공·조립하는

업종으로서, 제조업 중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구분된다. 조선업은 철강·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중 하나였

고, 수주량 세계1위를 차지하였으며, 높은 고용창

출과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 우량산업으로

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막대한 적자와

구조조정, 수출입은행의 엄청난 자금지원등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이 주도하던 조선산업은,

1960년 이후 일본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1970년대

세계1위에 오르고, 한국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조선산업화가 진행되어 성장한 이후 2000년 전세

계 조선의 35~40%를 수주하면서 일본의 조선업을

앞서고 세계 1위에 올랐다.

2008년 전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세계 조

선경기가 위축되면서 선박 수주량이 감소하기 시

작하여 2013년 조선산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

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책을 내놓았다가, 2015년 12월 30일 경제 장관 회

의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밝혔

다.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해법인지, 또한 최근 한·중·일

3국의 조선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는 몇몇 기업만의 손실이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규모의 위기

이다.

2.2 조선산업의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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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세계 선박건조량 추이

<표1>과 같이 전 세계 선박건조량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점진적 증가를 보이다 2010년을 정

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내 조선산업은 1970년대 말 중후장대형 중화

학공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 받았다. 2008년 선박

건조량이 발주량을 초과하였음에도 대형조선 회사

뿐만아니라 중소 업체들의 조선소 건립에 과열 투

자하여 시설과 인력이 늘어났다.

호황기에 늘어난 시설과 인력은 불경기에 과잉

상태가 되어 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표2> 한국,중국,일본의 2013년 선종별 수주량

비교

<표2>와 같이 2013년 한국,중국,일본의 수주량

을 보면 한국은 전년대비 약98.8% 증가한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중국은 전년대비 145% 증가로 가장

많은 수주량을 나타내었고 일본은 전년대비 57%

증가율을 보였다

해외경제연구소 자료 ‘2013년도 조선산업 동향’

에 의하면 조선 수주량은 감소하였으나 침체시황

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라 발표하였고, ‘2014

년도 조선산업 동향’[6]에 의하면 조선 수주량과

수주액이 감소하여 시황이 악화될 것으로 발표하

였다. <표1>과 같이 세계 선박건조량이 2010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경제연구소는

2013년 동향 자료에 희망적인 전망을 발표하여 위

기 감지에 둔한 진단을 내렸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세계 조선경기가 위축되자

국내 대형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해양조선,삼성중

공업)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심해유전개발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주에 적극 뛰어들면서 시설과 인력

을 늘렸다.[1] 그러나 해양플랜트 수주로 위기를

극복하려던 전략은 석유가의 하락으로 플랜트 설

비와 인력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고, 2015년 부

채누적으로 조선3사는 과잉건조능력과 인력의 구

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2.3 조선산업의 배경 및 문제의식

기본적인 선박 설계의 기초와 기술적인 메커니

즘등 기술 대다수와 특허는 영국을 중심으로 북유

럽 국가들이 확보하고, 산업혁명이후 조선업을 주

도하며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화된 조선기술과 시설을 유지하던 유럽

은 불과 10여년만에 일본에게 우위를 빼앗기고 만

다.[4]

1960년 유럽 조선업체들은 잦은 노사분규로 몸

살을 앓고 있었고, 후발주자로 일본은 유럽에 비

해 낮은 노동비용과 정부의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

우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블록공법과 용접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을 이

루었다. 일본의 생산성이 유럽보다 3배나 높았다.

일본의 독주로 1960년대 말 세계 선박 수주량

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1차 오일쇼크

(1973년) 전인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2차

세계대전 당시 선박교체 시기로 인한 경기가 좋아

져 일본에 엄청난 수주물량이 쏟아졌다.

1차 오일쇼크후 2차 오일쇼크(1978)까지 겹치

면서 경기가 침체하였다가 1990년대 중후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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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풀리기 시작했다.

세계 조선경기가 좋지 않았던 1970년대, 국내

조선3사가 완공되어 문을 열었다.

일본은 조선 시장의 불경기가 지속되자, 1976

년과 1987년 두 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조선

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 대형 조선업체들을 합병,

대형 도크를 대부분 폐쇄시키고, 설계·연구 인력

을 모두 퇴출시킨다.

조선업은 ‘맞춤형 주문생산’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표준 선박으로 제품을 싸게 만드

는 시스템으로, 선주들이 원하는 선박을 만들지

못하였다. 한국은 대형 도크 건설에 투자하여 유

럽 선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고, 1993년 한

국은 일본을 제치고 수주1위에 올랐으며, 2000년

부터 수주·건조·수주잔량 1위를 차지하게 된다. 폭

증하는 주문으로 조선3사가 소화하지 못한 주문량

은 중소형 조선소들이게 넘어갔고 이에 따라 중소

형 조선사들도 직접 배를 짓는 건조 사업으로 진

출하게 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해운사들

은 선박 발주한 선수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발주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기존 상선 수주 부진을 대체할 사업으로

해양플랜트가 부각되어 2010년 조선3사의 본격적

인 수주 경쟁이 시작되었다. 해양플랜트 수주 계

약은 ‘턴키’방식으로, 설계에 하자가 있어도 설계

회사가 책임을 지지않는 계약으로, 미국이나 유럽

설계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 설계변경이 많고

기간이 연장되어 패널티를 우리 조선사가 선주에

게 물어야 했다. 또한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다보

니 저가 수주의 문제가 생기고,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2.4 조선산업의 국가정책

최근 중국은 내수 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선 해

체 촉진 보조금 지원, 친환경선박 대체발주 유도,

해운·조선 동시 육성·지원책을 펼치고, 각종 보조

금 정책 외에 수출선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원

가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적 영업으로 수주를 올

리고 있으며, 반면 과잉공급에 따른 강력한 구조

조정도 실시하여, 인수합병 및 경쟁력 있는 조선

소만 선택적 금융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일본은 정부의 지속적인 엔저 정책에 따른 환

율수혜로 가격경쟁력이 큰 폭으로 회복되면서 수

츨 증가와 수주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11]. 또한

금융지원, 자원분배 최적화, 기술혁신, 구조조정,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등 지원정책과 해외선주 대

상 선박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신

규 선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의 문제를 앉고 있다.

한국 정부는 R&D 자금에 대한 일부 지원과

국책을 통한 금융지원 외에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부실 기업 퇴출을 양적 구조조정에 집

중되고 있고, 조선산업 위기의 구조적 특성과 장

기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

2.5 조선산업 기술혁신의 실패

국내 조선산업은 혁신의 ‘S’곡선과 같이 1970년

대 태동기, 1980~2000년 성장기를 거쳐, 2010년대

정체기에 다다랐다. 정체기의 크리티컬포인트에

다다랐을 때가 쇠퇴기와 재성장기의 갈림길에 놓

이는데 조선산업은 정확한 위기인식이 없이 재성

장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쇠퇴기에 접어들고 말

았다.

<표3> 혁신의 ‘S'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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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실패 사례를 통해서 본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일본이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

로 규정하고 사업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선산

업이 담당해야 할 주문량이 상승함에 따라 성장세

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수출액이 감소세에

직면하였고, 중소 조선업체들은 2009년 가장 먼저

위기 접하여 중국과의 경쟁과 파생금융상품 등의

피해로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조선3사 또한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6 조선산업의 전망

2016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전년 대비 72%

감소. 한국의 주력선종인 대형선종의 발주량은 과

거 5년의 절반 수준, 조선해양의 매출은 최근 5년

평균의 50%이하에 그칠 전망[10]이다.

선종별 경쟁력을 보면

1. 대형·고급상선은 모든 공정에서 경쟁국에 비

해 우위를 차지하고, 유럽 선주들에게 신뢰를 받

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설계역량과 높은 기자재

국산화율이 강점이며,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ICT

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화가 필요하여, 친

환경·스마트 선박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

2. 해양플랜트는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과당경

쟁으로 저가수주, 발주처의 인도 취소·지연등의

손실이 있다. 수주잔량이 상당하고, 시추설비 비중

이 높아 향후에도 투자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특

수선등 차별화된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3. 선박서비스나 엔지니어링등 신규 수요 창출

이 필요한데, 조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선박서비

스 신시장 진출하여,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세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해야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선박 발주량 급감, 수

주 침체는 계속되고, 한국 주력 선종의 수요 회복

은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등 원가

경쟁력이 열위인 분야는 과감히 축소하여야 한다.

부실의 주요원인인 해양플랜트는 공급능력 축

소와 부족한 핵심 역량을 보완하고, 저가수주 방

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쟁우위에 있거나 수익성이 높은 대형·고급상

선부분의 기술을 친환경·ICT융합 기술개발등르

통해 유지·확대의 필요성이 있고, 선박서비스 등

신사업 진출을 다각화하여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

는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핵심 인력보유에 있다.’

(김용환) 일본은 구조조정으로 기술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한국

조선산업은 인적·물적 자원이 우수하고, 기술경쟁

력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조선산업의 변혁기에 와 있

는 시점이라 한다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려는 교체 수요가 폭주할 수 있다.(김용환)’

라 하여 ‘지금은 오히려 연구 개발 투자를 늘려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만들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양종서)’는 의견도 있다. 조선업은 막대한 시설

자금이 필요한 기간산업이기에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고, 한국 조선3사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세계1위로 성장하는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경쟁

력은 엄청난 자산이다.(하제헌,2016)

조선업은 전자 · 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성장

의 원동력이었다. 현재 수주잔량으로 볼 때 중국

에 이어 세계2위에 올라있고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기에 경쟁력이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조선사들은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선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

술 역량과 인력의 질을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

로 새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도 주장한다.

수조원의 손실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

이 위기를 넘어 미래의 희망을 거론하는 논자들이

있다. 중국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과 위기 극복

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쟁력이 약해지길 기다린다거나

조선산업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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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만들어야 한다.

기술혁신의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법

의 실천이 있어야 재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국내 조선업은 혁신을 시도해야할 크리티컬포

인트를 놓쳐, 위기에 봉착했지만 또 다시 타이밍

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의 혁신에 대한

노력은 성공의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의 수명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현재,

기업의 장기생존에 필요한 요소인 기술경영, 경영

혁신의 중요성을 재고하며, 효율적인 혁신활동을

위한 전략적· 창의적 기술경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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