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과 조선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길
전 준 수 서강대 석좌교수 (前부총장)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현재 한진 해운과 현대상선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대우조
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등 조선 빅3가 최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
가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2,3년 내에는 시황이 개선
될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저유가로 인해서 해양개발이 주춤하고 있는 현실에
서 해운시황의 개선 없이는 조선업의 영업이 개선될 전망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조선업과 해운은 상생의 협조 노력 없이 각기 성장 발전
해왔다.
시중에 알려진 한진해운 총부채 5조6천억원에 현대상선 4조8천억원 하는 식의
이야기는 해운에 대한 시중의 공포감만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것이다. 선박을
구매하고 건조 할 때에는 타인의 부채를 80%이상 쓰는 것이 관행이다. 현재
양대 해운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 부채인 것이다. 소위 정부의 긴급전환사
채로 발행된 회사채금리가 10%가 넘는 고금리여서 정책금융이라는 용어가 무
색할 정도로 해운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우선은 단기유동성 문제를 정책
적으로 해결 해주어야한다. 돌아오는 회사채를 3년 정도 유예시켜주고 금리도
보다 현실적인 3%대로 낮추어 주어야한다
우선

단기유동성 문제만 해결 되어도

정상화 할 수 있다. 문제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이다. 우리 정기선 해

운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몇척 확보하고 현재 선사들의 공동 운항 연합체
인(Alliance) 에 겨우 가입하여 현상유지에만 급급해서는 우리 정기선 해운의
앞날은 없다.

결국 1,2년 후에는 또 같은 상황에 처하여 정부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기선 해운의 파라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2011년 덴막의

머스크 라인이 1만 8천개 컨테이너를 적재 할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우리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시에 20척을 건조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조선소에 고속, 고효율, 보다 친환경적이고 1만3천개를

적재 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20척을 일시에 건조하여 우리 선사만으로 가칭
“Korea National Line” 을 만들어 Alliance 에 가입을 구걸 할 필요 없이 독
자적인 동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저렴한 선박연료가격과 낮은 화물

적재율을 감안할 때 1만3천TEU 선박이나 1만8천TEU 선박이나 운항원가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현재 조선업 사정을 생각할 때 오히려 건조가격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기항항만을 조정 축소하여 고속으로 운항하면 동서 항로
에서 운항기간 (Transit time)을 20% 감축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머스크선
사가 84%정도의 운항 스케줄 정확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나는 노력
으로 90%가까운 운항 스케줄 정확도를 달성하여 화주들에게 이러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가격 고운임군의 화물을 수하할 수 있다
현재 일감이 없어 고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일시에 20척의 1만3천
TEU 선박의 건조 주문은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며 현재 대형선 건조에 고민
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선주들에게 새로운 주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마중
물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선주들은 때로는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
고속의 고효율, 환경친화적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수요가 추가로 일어날 확
률이 많은 것이다.

국내 중소형 조선소를 위해서는 현재 전략항로에만 배정

되어있는 신조선 자금을 국내 여객선, 화물선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15
년 이상 되는 노후선은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대대적으로 대체 건조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신조선으로 대체하여 일감을 창출해 내
주어야한다. 이로써 대형 조선소 뿐만 아니라 중소형 조선소에도 활기를 불러
일으켜서 조선업의 활황이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도 그 활력이 전파
되어 전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해양에서의 뉴딜 정책이 만들어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