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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 29.8% 감소

6월 신조선 발주는 416만 CGT, 올해 2분기 신조선 발주는 1,038만 CGT 기록
— 올해 6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98척으로 전년동기 207척 대비 52.7% 감소. CGT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6.9% 감소한 416만 CGT를 기록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18.3억 달러로 12.6% 감소
— 이에 따라 2분기 발주는 265척으로 전년동기 551척 대비 51.9% 감소. CGT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8.3% 감소한 1,038만 CGT를 기록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28.1억 달러로 14.8% 감소
올해 상반기 신조선 발주는 2,148만 CGT 기록해 YoY 29.8% 감소
— 올해 상반기 누적기준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637척으로 전년동기 1,135척 대비 43.9% 감소
— 하지만 고가선박인 대형LNG선 등의 발주비율 상승으로 CGT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9.8% 감소한
2,148만 CGT를 기록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559.7억 달러로 15.0% 감소
— 선종별 발주는 대형LNG선만 크게 증가 (16척→87척)했을 뿐 컨테이너선 -40.4%, Tanker -84.8%,
Bulker -60.1% 등을 나타냈으며, 국가별로는 한국 -10.1%, 중국 -36.1%, 일본 -57.7% 기록
한국 M/S 지난해 상반기 36.2%에서 올해 46.3%로 상승
—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36.2%에서 올해 46.3%로 상승
— 중국은 지난해 47.4%에서 올해 43.1%로, 일본은 지난해 11.9%에서 올해 7.2%로 하락
—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LNG선 대량수주에 기인,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 6월까지 발주된
17.4K m3 이상 대형LNG선 87척 중 65척을 수주 (중국 22척, 클락슨 기준)
— 8,000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는 지난해 상반기 158척에서 올해 84척으로 감소했으나 한국
조선사들이 이 중 40척을 수주하면서 47.6%의 높은 M/S 기록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61.51pt 기록
— 지난주 금요일 (7월 1일) 발표된 클락슨 신조선가지수가 161.51pt를 기록
— 직전 발표치 (6월 24일) 161.53pt 대비로는 0.02pt 하락, 5월 말 160.07pt 대비로는 0.9%,
2021년 말 대비 5.1% 상승
— 환율을 감안한 원화 신조선가지수는 5월 말 대비 4.7% 상승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추이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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