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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세계경기 침체에도 전년수준 억불(650 ) 유지

년 억불 수주로 전년대비 감소- '12 648 0.3%

년 에너지 플랜트 성장확대로 억불 수주 목표- '13 700 -

□ 년 국내 플랜트업계는 세계경기 침체 및 지역의 정세불안에도2012

역대 최고를 기록한 년 실적‘11 억불(650 )에 육박한 억불648 의 해외

수주를 기록하였다고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발표함

ㅇ 고유가 지속에 따른 투자확대 산업발전 수요로 해양육상, Oil&Gas( ),․
발전 플랜트의 동반 성장이 이뤄졌지만 최대 수주지역인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과 발주지연은 수주실적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ㅇ 한편 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대한 진출확대 노력에 힘입어․
그간 중동지역에 집중되었던 수주 편중세가 점차 완화된 결과를 보임

전체수주액중중동지역비중추이* : (‘10) 59.1% (‘11) 38% (‘12) 32.3%→ →

연도별 해외플랜트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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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아시아(17.9%) 아프리카, (32.1%) 등의 고른 수주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중동ㅇ ( 15.2%)△ 의 경우 프로젝트의 발주 지연으로 점차 증가율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중동에 편중세가 점차 완화되는 결과를 보임

* 중동 수주실적 감소에도 최대 플랜트 협력국인 사우디는 억불의 수주고 달성158
지역별 수주실적< >

구분
년 누계2011 ( ) 년 누계2012 ( )

증감율(%)
실적 백만불( ) 점유율(%) 실적 백만불( ) 점유율(%)

계 64,984 100.0% 64,759 100.0% 0.3%△

지역

중동 24,664 38.0% 20,926 32.3% 15.2%△
아시아 15,010 23.1% 17,697 27.3% 17.9%
아프리카 4,101 6.3% 5,416 8.4% 32.1%
유럽 8,694 13.4% 9,504 14.7% 9.3%
미주 12,515 19.3% 11,216 17.3% 10.4%△

□ 설비 분야별로는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지연에도 드릴쉽 등의, FPSO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실적이 크게 상승(23.8%)

육상의 Oil&Gasㅇ (8.9%) 및 발전담수 분야․ (2.6%)도 소폭 상승

산업시설의 경우 년 최대 수주프로젝트였던 브라질 일관‘11 CSPㅇ
제철소 억불(43 )를 감안 가장 큰 감소율, ( 50.3%)△ 을 기록

설비별 수주실적< >

구분
년 누계2011 ( ) 년 누계2012 ( )

증감율(%)
실적 백만불( ) 점유율(%) 실적 백만불( ) 점유율(%)

계 64,984 100.0% 64,759 100.0% 0.3%△

설비

발전담수․ 18,876 29.0% 19,367 29.9% 2.6%
해양 17,597 27.1% 21,785 33.6% 23.8%
육상Oil&Gas( ) 9,362 14.4% 10,196 15.7% 8.9%

석유화학 8,741 13.5% 8,161 12.6% 6.6%△
산업시설 9,923 15.3% 4,932 7.6% 50.3%△
기자재 485 0.7% 318 0.5%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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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로는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가 점차 확대되어 억불5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전체 수주 를 초과80% 억불(524 )의 점유를 유지

규모별 수주실적 백만불< ( , %) >
구분

년 누계‘11 ( ) 년 누계‘12 ( )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억 미만 프로젝트5 14,442 22.2 12,337 19.1 14.6△
억 이상 프로젝트5 50,542 77.8 52,422 80.9 3.7

계 64,984 100 64,759 100
억불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로 절반에 육박 백만불* 10 48.9% (31,652 )

□ 년 세계 플랜트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유가안정으로 시장 규모가‘13

년보다 다소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09, ‘10 ,

지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공종별로는 세계ㅇ
성장에 기반한 발전플랜트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GDP

억불의 수주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700

* 세계플랜트 시장규모 등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분석 십억불(IIR, BMI report )( ) :
(‘11) 948 (’12) 989 (‘13)1,042 (‘14)1,115 (‘15)1,183→ → → →

**국내기업수주실적중아시아와발전플랜트의비중모두 년대비 년 배이상증가’0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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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기업별 수주실적< 1>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금 액

백만불( ) 업체명
금 액

백만불( )
1 사우디 15,791 삼성엔지니어링 10,424

2 카자흐스탄 3,411 대우조선해양 10,410

3 호주 2,785 삼성중공업 8,482

4 UAE 2,661 현대건설 5,471

5 베네수엘라 2,182 현대중공업 5,022

6 알제리 2,171 건설GS 3,330

7 베트남 1,965 현대엔지니어링 3,330

8 칠레 1,592 포스코건설 2,795

9 인도네시아 1,382 대림산업 2,515

10 태국 1,309 대우건설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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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수주 프로젝트 억불 이상< 2> (10 )

업체 국가 프로젝트 발주처
금액

백만불( )
현대중공업 사우디

Construction of Jeddah
South Thermal Power Plant SEC 3,188

삼성중공업 호주
호주 프로젝트INPEX

기CPF 1
INPEX Operatons
Australia Pty Ltd. 2,716

삼성엔지니

어링

카자흐스

탄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Project

Balkhash ThermalPower Plant JointStock Company(BTPP JSC)
2,515

삼성엔지니

어링
UAE Carbon Black & Delayed

Coker Project TAKREER 2,477
대우조선해

양
- 기Drill Ship 4 미주지역 선주 2,063

대우조선해

양
아시아 기FPSO 1 오세아니아 선주 1,998

대우조선해

양
아프리카 고정식 플렛폼 기5 아프리카 선주 1,959

대우조선해

양
- 고정식 플렛폼 기1 유럽지역 선주 1,761

삼성엔지니

어링
사우디

얀부 발전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발전Phase 3 - SWCC 1,506
현대건설 사우디

Ma'aden Alumina Refinery
Project

Ma'aden Bauxite
Alumina Project 1,501

현대건설
베네주엘

라
정유공장Puerto la Cruz PDVSA 1,409

건설GS 사우디
라빅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단계2 -PKG 3&4
Sramco+Sumitomo

Chemical 1,223
포스코건설 칠레

석탄화력발전소 540MW+
400MW AES Gener 1,223

건설SK 사우디
지잔 정유공장 프로젝트

PKG# 9 Aramco 1,123

대우건설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Ras Djinet

(3x400 MW) 전력생산공사 1,115
대우조선해

양
- 기Drill Ship 2 유럽지역 선주 1,107

삼성중공업 - 기Drill Ship 2 미주지역 선주 1,099
삼성중공업 - 기Drill Ship 2 유럽지역 선주 1,070
두산중공업 사우디

얀부 단계3 MSF
담수플랜트

SWCC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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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계플랜트 시장 규모 및 지역별공종별 전망< 3> ․

플랜트협회분석* IIR(Industrial Info. Resource), BPEnergyForecast, BMI reports, IEAEnergyoutlook,

플랜트협회분석* IIR(Industrial Info. Resource), BPEnergyForecast, BMI reports, IEAEnergyoutl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