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1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0.(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담당과장

2018. 1. 10.(목)

담당부서

윤성혁 과장 (044-203-4330) 담 당 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최준근 사무관(044-203-4336)

2019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결의 -

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강환구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가삼현･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10(목)
16:00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렸다.

□ 2019

<조선해양업계 2019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9.1.10(목) 16:00～18:00, 부산 누리마루
- (간담회) 15:30～15:55, 부산 누리마루 3층
- (신년인사회) 16:00～18:00,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2층
ㅇ 주요 참석자
-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강환구 회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한영석 대표 등 10여명
- (신년인사회) 조선해양 및 기자재 업계, 학계 등 100여명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기자재조합 등 조선해양관련 10개
기관 이 공동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는 산학연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ㅇ 2018년을 여전히 힘든 한 해였지만, 오랜불황 끝에 수주가 회복
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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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세계 발주량 및 국내 생산량 증가, 고용상황 개선 등
조선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나,
- 올해도 강재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있다며,
-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결의했다.
□ 이에, 산업부 최남호 국장은
ㅇ 혹독한 불황 속에서도 7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한 조선
해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정부도 조선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 지난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
그램을 확실히 이행하고,
-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적극대응, 조선해양업계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정책방향을 밝혔다.
ㅇ 특히,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하면서,
-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업계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일자리 질 개선과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201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최준근 사무관(☎ 044-203-43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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