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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연합(KSP), 2차 항로 구조조정(안) 확정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 철수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
(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차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지난해 11월 한일항로 및 한-태국항로에서 총 7척을
철수하는 첫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이번 2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는 기존에 5개 항로를 서비스하였
으나 이 가운데 1개 항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4개 항로를 서
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SM상선)는 기존항로를 운항하던 선사
(고려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흥아해운)들로부터 여유 선복을 제
공받기로 했다.
KSP 간사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은 “1차 구조조
정 이후 선사들이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커져 빠른 시일
안에 2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KSP선사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철수한 선박 3척을 활용
하여 중국-베트남 항로를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KSP선사들은 추후에도 베트남 하이퐁 항로 등에 대해 구조조정
을 추가로 진행하여 항로 합리화를 실시하고, 제3국간 항로 등 신
규항로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참 고

한국해운연합(KSP) 2차 구조조정 등 추진 현황

□ 추진경과

ㅇ

KSP

2차

결성 (’17.8.8) 이후 ,

1

차 구조조정 합의안 * 을 도출하였으며 ,

협력사업(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 협의 실시

* 한일항로(부산-하카다/모지) 4척, 동남아항로(한-태국) 2개항로 통합, 3척 철수
□ 주요 내용
① 항로 구조조정 : 총 4척, 1월 하순 철수
<인도네시아(자카르타)항로> 5개

→

4개

항로(1개 항로, 4척 감축)

고려2, 장금1, 현대1

고려2, 장금1, 현대1

고려1, 장금1, 현대1, 흥아1

고려1, 장금1, 현대1, 흥아1
6개사

고려3, TSL1

ㅇ

항로

20척

6개사

→

고려3, TSL1

(4척 철수)

장금2, 천경1, 흥아1

장금2, 천경1, 흥아1

SM4

SM4(철수)

S M 상선이

운항하던 항로의 선박

복

를

500TEU

S M 상선에

16척

4척을

철수하고 , 타선사가 선

할애

② 신규항로 개척 : 총 3척, 3월 하순 투입

ㅇ제

3국간

항로(중국 청도

→ 상해 → 방콕 → 호치민 에 3척 투입 추진
)

단계 항로 구조조정 시 한-태국 항로에서 철수한 선박(3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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