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플랜트 지원선박현황



OSV(Offshore Support Vessel)OSV(Offshore Support Vessel) 
• 오일.가스 시추 및 생산 플랫폼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운송, 해체, 해상풍력, 해저자원 탐사에 활용

• 기능
(1) Support 
(2) 심해작업 건설 및 지원
(3) Heavy Lifting
(4) 탐사
(5) 편의시설 및 거주



OSV MarketOSV Market

AHTS (A h H dli T S l )• AHTS (Anchor Handling Tug Supply)
• PSV (Platform Supply Vessel)
• FPSO Drill ship TLP 등에 운용계획에 영향• -FPSO, Drill ship, TLP 등에 운용계획에 영향

• 수요원인• 수요원인
-유가에 민감한 제품 (2007년 수요의 정점을 이룸)
-2008년 Utilization Rate 80% 에 이름-2008년 Utilization Rate 80% 에 이름.
-현재 85%기록 중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고의 수요
예측함예측함.
-2013년 OSV시장 6093억$ > 2018년 9100억$



FunctionFunction



PSV AgePSV Age



ATHS AgeATHS Age



OSV Operation 현황OSV Operation 현황



New OrdersNew Orders



Building YardsBuilding Yards



선박의 요구추이선박의 요구추이

• Deep Sea & Hard environment work



선박의 요구추이선박의 요구추이

• Environment Challenges & New Technology



선박의 요구추이선박의 요구추이

• Ultradeep sea trenching



선박의 요구추이선박의 요구추이

• Ice Class function



선박의 요구추이선박의 요구추이

• New storage Solutions



선박의 요구추이선박의 요구추이

• Large sized



기능적 요구기능적 요구



Capacity TrendCapacity Trend



주요 해외시장주요 해외시장

• 동남아시아 (Offshore Southeast Asia) 
• 브라질 (Offshore Brazil) Psv-80, Ahts-59
• 멕시코만 (Gulf of Mexico)
• 북해 (The North Sea)북해 ( )
• 서아프리카 (Offshore West Africa)
• 중동 (Offshore Middle East)중동 (Offshore Middle East)



• PSV Markets
- 평균적으로 PSV 는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되었음
- 전체적으로 2020년 까지 1060척, 2015년 까지
1050척, 현재 1030척 요구예상척, 현재 척 구예상

• AHT MarketsAHT Markets
- 2-3 % 지속 증가 하였음.

1997년 대비 2007년 28% 증가- 1997년 대비 2007년 28% 증가



OSV Brazil 시장추이OSV Brazil 시장추이

• PSV-7500 DWT  (한국 년 건조량의 7.5배)
AHTS 54kb• AHTS-54kbp 

• 현지부품의무사용지침 (Local contents rule)65%



수요예측수요예측

• Petrobras will need…



OSV Brazil 시장추이OSV Brazil 시장추이



세계 OSV 현황요약세계 OSV 현황요약

평 선령 년 평가됨 년 기• 평균 선령 19.4년으로 평가됨 (2011년 기준)
• 25년 이상 AHTS - 1,200 척
• 25년 이상 PSV - 1,100 척으로 심한 고령화 상태

• ATHS의 14%, PSV의 10% 신조발주 대기상태
• 노후선박과 기능비교 시 2-3대의 대체효과를 가지는 것

평가으로 평가.
• PSV의 증가는 현재 457척에서 2015년까지 760 척,

2020년까지는 840 척예상



새로운 요구기술 수준새로운 요구기술 수준



Energy & EnvironmentEnergy & Environment







기술수준의 평가기술수준의 평가

기 의 평가• 기술수준의 평가
• 미국, 일본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
• 현재 국내 메이저 조선소, 선사에 의하여 개발 중.

• 현재 PSV 기술개발은 지경부지원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 조선 선진국을 위한 필수선행 기술.

• 기술요구동향
- 전기추진 장치
- 화물양하역 및 선적



요구기술의 종류요구기술의 종류

일반• 일반 PSV
- 전기추진 장치 – 중소형 전기추진 장치 및 제어기술
- 화물 선정 및 양하역 – 화물배치와 선박간 양하역
- 냉각장치 –엔진 냉각관련 분야

극지용 PSV
- 선형 및 구조 – 쇄빙 및 내빙에 적합한 선형 및 구조
- 저온환경관련 기술 – 선박 장비 방한화 및 저온 용접기술



기술특허등록현황기술특허등록현황

선형 및• 선형 및 구조
수선, 선형, 면각, 선수각, 선측각, 개수면, 아이스벨트, 
트리밍, 결빙
KR-57, US-272, JP-21, EU-122 총 472

• 저온관련 기술
결빙, 빙하, 내빙, 쇄빙, 유빙, 내빙구조, 쇄빙선
KR-30, US-339, JP-7, EU-50 총 476



기술특허등록현황기술특허등록현황

• 전기추진장치• 전기추진장치
내빙, 시추, 건조, 지질, 자항, 화물지원, 추진, trust, 추진

KR 480 US 703 JP 406 EU 200 총 1542KR-480, US-703, JP-406, EU-200 총 1542

화물선적 및 양하역 기술• 화물선적 및 양하역 기술
양하역, 카고, 언로딩, 로딩, 산적,
KR 378 US 749 JP 110 EU 273 총 1510KR-378, US-749, JP-110, EU-273  총 1510

냉각장치• 냉각장치
쿨러, 엔진냉각, 내연기관, 쿨링
KR 139 US 54 JP 123 EU 15 총 331KR-139, US-54, JP-123, EU-15  총 331



특허등록 현황특허등록 현황
(기술분류체계의 의한)

분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합계분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합계

전기추진장치 106 164 74 76 420전기추진장치 106 164 74 76 420

화물의 선적 및
양하역

126 228 25 60 439
양하역

냉각장치 53 16 5 2 76

선형 및 구조 37 120 16 66 239

저온 환경관련 43 118 0 10 171



제시된 전략 기술제시된 전략 기술

대분류 중분류 기술내용대분류 중분류 기술내용

해양플랜트 지원형 선박 설

선형기술

선박화물창 구조 관련 기술
계관련 기술 고부하 추진 장치 관련 기술

선박 위치제어 관련 기술

의장 시 템 및 기자재설계 화물 선적 및 양하역 관련기술

PSV 선박
관련 요소

의장 시스템 및 기자재설계
기술

화물 선적 및 양하역 관련기술

냉각 장치관련 기술

해양플랜트와 선박 상호연동기술관련 요소
기술 선박 구동 시뮬레이션 기술

해양플랜트와 선박 상호연동기술

탑재장비 재치 및 운용기술

극지 운항용 선박구조

극지 운항용 지원선박
선체구조 거동해석

저온재료 특성및 저온창 용접기술

운항효율증대 및 방한관련기술운항효율증대 및 방한관련기술

선박 제조기술 건조공법



OSV 건조환경OSV 건조환경



OSV 건조환경OSV 건조환경



OSV 건조환경OSV 건조환경



OSV 건조환경OSV 건조환경



OSV 건조형식OSV 건조형식

선주선주

조선소 생산설계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

아웃소싱도입

조선소 생산설계MARINE Teknikk

수입수입

기자재업체

R-Royce, ABB etc..



국내조선소 현황국내조선소 현황

세광중공업 AHTS 분야에 건조경험과 총19척• 세광중공업 –AHTS 분야에 건조경험과 총19척
의 실적보유.

• STX, 한진중공업, 오리엔탈정공, 신안중공업, 성진지
오텍 등의 몇 개 프로젝트 경험보유오텍 등의 몇 개 프로젝트 경험보유.

기술적 만족도와 품질(?)• 기술적 만족도와 품질(?)
- 선주가 요구한 고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많은 노력
투입과 경험이 요구됨투입과 경험이 요구됨.



국내조선소 건조현황국내조선소 건조현황



상선 : OSV 비교상선 : OSV 비교

상선 건조 OSV 건조상선 건조 OSV  건조

1. 대형 생산시설 요구
2 건조기술의 일반화

1. 기본설비만으로 가능
2 장치 요소 집약적2. 건조기술의 일반화

3. 예측 가능한 건조기간
4. 공법의 정형화 – 생산성

2. 장치 요소 집약적
3. 계획대비 불일치
4. 프로세스 관리 – 생산성공법의 정형화 생산성

5. 선주요구의 예측 가능
6. 전반적 외주제작 활용

시 전 방법 기간 정형화

로세 관리 생산성
5. 프로젝트 중심의 요구
6. 외주활용 제한적

시 전 기간 방법 다양7. 시운전 방법.기간 정형화
8. 공정관리에 중점
9 시장성 확보

7. 시운전 기간 방법 다양
8. 요구기능 관리에 중점
9 시장진입 장벽9. 시장성 확보

10.기초설계기술의 확보
11.장비의 국산화율 증대

9. 시장진입 장벽
10. 기초설계기술의 도입
11. 장비의 수입에 의존장비의 국산화율 증대 장비의 수입에 의존



예상문제점예상문제점

국내 기술확보는 대기업 중심의 특화성향을 보임• 국내 기술확보는 대기업 중심의 특화성향을 보임.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PSV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측면
- 현재 중소 조선소를 중심으로 시장개척 노력

•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협업적 비용 관계구조
생산설계와 건조만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생산설계와 건조만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 인도와 중국의 비용구조에서 가능. 한국은(?)

• 문제점 및 과제
- 기술의 편향성, 독점적 지위와 국내 기술 공유의 문제



중소 조선업의 출구전략중소 조선업의 출구전략

현대 업 척 해외설치 젝 용• 현대중공업 (15척) 해외설치프로젝트용
• KT 서브마린 (2척)  케이블설치용
• STX 팬오션 (3척) 

• 중소형 조선소의 건조에 적합한 규모와 설비
• 기자재 품목이 해양플랜트와 유사
• 해운선사의 운용경험을 참조
• 국내 해운사가 선주 또는 화주가 될 가능성
• 선박설계 기술의 협업적 구조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