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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선박은 해운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선박투자에는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며 시황 및 

경기분석을 통해 고점투자를 방지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투자 성패를 좌우

한다. 본 논문은 K평균 군집화분석을 이용하여 그리스 선주와 한국 선주의 선박투자행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로 선박투자의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여 기업차원의 선박투자의 벤티마크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정책적 차원에서 선박투자에 필요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선박투자(ship investment), 투자행태(investment behavior),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해운시장(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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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해운산업에서 선박은 주요 자산이며 운송서비스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운송서비스 공급자들은 서비스를 위한 선박을 확보하여야 

이러한 확보방법에는 단기 용선, 장기 용선, 중고선 구입, 신조선 

발주 등이 있다. 해운시장의 4대 시장으로 운임시장과 Sales and 

Purchase(S&P)라고 하는 중고선 시장, 신조선(Shipbuilding) 시장, 

폐선(Demolition) 시장이 있다.[1] 

Fig. 1. Four Shipping Sub-market[1]

이 중 S&P시장은 중고선을 확보함으로써 시간지연(time delay)없

이 시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조선보다 시장진출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때에 따라 호황기 국면에서 신조인도까지 지연으로 

중고선의 가치가 신조선박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 중고선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거래(asset play)로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하는 곳이 그리스 선주이

다.[2] 그리스의 경우 세계 선복량 순위도 세계 1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해운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러한 그리스의 

선박투자행태를 분석하는 연구와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저시황기 신조발주 또는 중고선 매입을 하여 고시황기에 매각하는 

투자행태의 성공사례로 언급되곤 한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진국인 그리스의 선박투자와 한국 

선사의 선박투자 사례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선박투자 패턴의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벤치마크를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Data and Modelling

본 논문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1990년 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그리스와 한국선주들의 중고선 및 신조선 투자 데이터이며 선박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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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사이즈, 매각선령, 매각일, 매각시점의 벌크시황, 건조국가, 매도인

과 매수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Fig. 2. Investment Volume of Greek Shipping(monthly)

Source : Vesselsvalue

Fig. 3. Investment Volume of Korean Shipping(monthly)

Source : Vesselsvalue 

본 논문에서 사용할 패턴 분석 모델은 K-평균 군집화 방법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두 국각의 선박투자 패턴의 군집을 분류하고 분류의 

가준이 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4] Fig. 4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Fig. 4. K-means clustering[4]

III. Conclusions

본 논문은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리스와 한국선주

들의 선박투자 행태를 비교 분석하여 선박투자의 성공요인을 식별하고 

기업차원의 벤치마크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정책적 

지원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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