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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고 LNG선 역사적인 가격 경신 가능성  

러시아 Sovcomflot의 중고 LNG선이 2.80~2.82억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매각 

논의 중으로 알려짐. 레바논, 리비아, 튀르키예, 그리스 선주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의 이름은 SCF La Perouse이고 2020년도에 인도된 174,100CBM

급 LNG운반선임. 기존에 TotalEnergies와 일일 6만달러로 7년 용선계약을 체

결한 바 있음. 2022년 11월 18일 기준, 동급 LNG선의 스팟운임이 일일 48만

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이며 역사적인 매각 가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즉시 투입 가능한 LNG선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조선소에 대

한 기대감도 부각됨. 현대삼호중공업은 LNG선 3척에 대해 리세일을 진행한 바 

있음. 대우조선해양은 취소호선 2척 및 취소 가능성이 있는 1척을 건조하고 있

으며 시장의 높은 구매의사를 받을 개연성이 있음 

2. 인도네시아 탱커 선대 리뉴얼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의 국영 에너지 회사 Pertamina가 30억달러 규모의 선대 리뉴얼 계

획을 공개함. 1) 향후 5년간 탱커 및 LPG선 선대의 평균 선령을 낮추기 위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2) LNG선 부문에도 진출을 고려한다고 밝힘 

Pertamina는 VLCC 3척, 아프라막스탱커 8척, 핸디사이즈탱커 19척, 스몰탱커 

45척 등을 보유했다고 알려짐(출처 TradeWinds). 선사들의 탱커 리뉴얼에 대

한 계획안이 공개된 점이 긍정적. 탱커 스팟운임은 VLCC 주간 집계 기준 

124p이며 2000~21년 평균 운임 70p 대비 77% 상승함 

탱커 건조 선가에 대한 조선소 vs 선사 입장 차이로 인해 탱커 발주량이 시장 

기대 대비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탱커 발주’라는 활시위가 당겨지는 상

황으로 해석함. 주요 선사들의 탱커 리뉴얼 또는 확대 계획이 순차적으로 확인

될 경우 조선소 잔여 슬롯을 두고, 선사들의 입찰 경쟁이 가속화될 개연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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