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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전자건강기록
시장의 국내 시장 기회 분석
|
기술사업화분석실 선임연구원 이종택 Tel 02-3299-6023 e-mail jtlee@kisti.re.kr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로 나타난 의료 IT 분야의 대표
제품 EMR/EHR

시스템을 일컫는다. 좁게는 의사나 간호사의 일상적인 기록
작업이나 계산 업무부터 넓게는 의사 및 간호사의 업무 현황,
작업 지시, 환자의 과거 병명에서 현재 질환의 진행 과정, 치

C
N
및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이고
G 신속하게

산업화에서 정보화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의료 기기도 각

료 방법 그 밖에 병원의 행정 업무 등 제반적인 모든 정보를

종 IT 기술과 접목을 이루게 되었고,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반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술에 따라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IT 기반의 환경 구축이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CNG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IS에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에서 나온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정보 시스템(HIS, Health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EHR(Electronic Health Record,

Information System)이다. HIS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제반 업무

전자건강기록)과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

를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폭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록)이다.

LED

▶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의 예

자료: www.med3000.com, www.emrandhipa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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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 시스템 구성
분류
관리정보 시스템

인사 급여, 물류, 회계, 자산관리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 시스템

경영 통계, 원가 분석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보험 청구, 원외처방전

PM/PA
(Patient Management/Patient Account)

원무 관리 시스템

환자 등록, 접수 관리, 진료비 수납 관리, 미수금 관리

RIS
(Radiology Information System)

방사선정보 시스템

Order 접수, 판독 결과

L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임상정보 시스템

Interface, 결제 검색, 정도 관리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차트 관리, OCS, Order 접수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서버, DICOM, Viewer

병원경영정보

의료정보
시스템

상세 설명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진료정보

자료: 남태희 외 7인, 의료정보관리학, 메디시언, 2011, KISTI 재작성.

위 표는 이러한 의료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HR/EMR 시
스템이 종이에 적는 시스템보다 우월한 점은 무엇일까? 먼저,

EMR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의료정보

결과를 저장하는 공간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공간뿐만이 아

시스템의 분야이다. EMR은 보통 하나의 병원 혹은 의사와

니라 정보 단위당 저장하는 물질의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여

관련된 모든 진료정보, 다시 말해 외과, 내과, 안과 등의 각

러 가지 소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 또한, 시

부서에서 나오는 진단 결과, 처방 결과, 약제 처방 자료, 인사

스템의 일정한 포맷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가 통일성을 지니

과 기록, 비용 등의 원무 자료, 외래 자료, 사용되는 의료 전

게 되어 결과를 공유하기도 편해지고 공유를 위한 비용도 절

문 용어, 진단 및 처방 결정을 위한 보조 시스템 등 총체적으

감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최소화된다. 향후

로 모든 자료가 연관되어 있다. 한편, EHR은 복수의 EMR을

의 임상학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모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로 연결하며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

표준화된 결과가 체계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EMR의 도입과

에 EHR은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의료정보를 다루게 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기관 대 기관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전달하여 공유하게 된
다. 그래서, EMR보다 더욱더 구조를 체계화하고 표준화와 프
로토콜 작업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기관 간 협업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단위

EMR/EHR 세계 시장, 연평균 7.8% 성장해 2016년
약 81.7억 달러 전망

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한다.
HIS를 포함하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IT 시장은 2009년부

『EMR/EHR 시스템의 일정한 포맷 사용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가 통일성을 지니게 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최소화되고, 다양한 환자와
의료진, 기관 간 공유가 용이해져 의료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IT 기반의
환경 구축이 가능해졌다』

터 연평균 약 7%의 CAGR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 2012년에
는 약 63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
양(APAC, Asia-Pacific) 지역의 성장세는 세계 시장 성장률
을 뛰어넘는 연평균 약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S 시장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으
나 전반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이는 헬스케어 품질 개선 솔
루션 시장과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 시장이 2011~2015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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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와 EMR/EHR 시장 규모 전망
시장 규모

HIS

EMR/EHR

연평균 성장률
(%)

2012

2013

2014

2015

2016

세계(bil.$)

31.5

33.8

38.5

40.2

43.9

9.3

APAC(bil.$)

6.21

6.79

7.50

8.24

9.04

9.7

국내(bil.$)

0.32

0.35

0.37

0.40

0.43

7.4

세계(bil.$)

6.04

6.42

7.19

7.46

8.17

7.8

APAC(bil.$)

1.19

1.29

1.40

1.53

1.68

9.2

국내(mil.$)

108

119

132

145

161

10.3

자료: “APAC Healthcare Outlook”, Frost and Sullivan, 2012, “EMR and EHR market in APAC”, Frost and Sullivan, 2013, KISTI 재작성.
※산출 근거: 2016 HIS 시장 규모는 2011~2015 연평균 성장률을 근거로 추정.
EMR/EHR 세계 시장 규모는 HIS 시장의 세계/APAC 시장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

약 1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업체 매출 비율

한 2011년 875백만 달러(미화) 시장이었던 부처별 시스템
(departmental system) 시장이 2015년까지 7.1%의 성장률로

Intersystems
18%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헬스케어 관련 수익 사이클 관리
(RCM, Revenue Cycle Management) 시장도 10.3%의 성장
세로 HIS 시장을 동반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여전히 시스템 간의 호환성 확보 문제와 HIS 관
련 중소 벤더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시장 성장

Allscripts
17%

Fujitsu
8%

Cerner
17%
Siemens
17%

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NEC
8%

Meditech
8%
SCS
4%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EMR/EHR 분야를 보면 2012년
기준 일본이 약 5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

자료: “EMR and EHR market in APAC”, Frost and Sullivan, 2013, KISTI 재작성.

본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돌입한 시장이라 2012~2019년 사
이 7.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상대적으로 호주
는 15.1%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전체 EMR/EHR 시장에
서 1, 2, 3차 진료 기관에 따른 비율 구성을 살펴보면, 1차 진

있으나, 기관 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구조 변

료 기관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약

화로 인하여 혁신적이며 통합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후

27.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차 진료 기관을 대

발 주자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소규모

상으로 한 시장의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정부 지원

혹은 후발 기업들은 주요 플레이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이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좀 더 많은 병동을 구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에는 영국, 호주가

비한 중대형 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이며, 캐나다, 프랑스,

의 경우는 다소 예외겠으나, 다른 국가의 경우 소규모의 병원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이 뒤따르고 있다(Acceture, 2010). 주

에서는 상대적으로 EMR 설치와 설치 후 관리 업무를 어렵게

요 업체로는 Meditech, McKessen, Cerner, Siemens, Epic,

여기는 이유도 있다.

Allscripts 등이 선두에 있으며, CPSi, Allscripts, Healthcare

세계 각국의 업체 동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개혁된 규정

management systems, GE Healthcare 등이 뒤따르고 있다.

으로 연평균 25%(2009~2016)의 급격한 시장 성장이 이루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시스템 주요 공급자를 살펴보면, 위

져 관련 업체들도 동반 성장하였다. 주요 관련 IT 업체가 다수

그림과 같다(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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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MR/EHR 시장의 대표 업체는 Meditech,
McKessen, Cerner, Siemens, Epic, Allscripts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 SDS, LG CNS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하여 인피니트,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테크 등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 SDS, LG CNS와 같은 대기업을 비
롯하여 인피니트,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테크 등이 높은 점유
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기술,

하고, 정보 시스템과 컨설팅의 번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국내 HIS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글로벌 경험과 네트워크를 강조한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한다.

『GE, Siemens, Hitachi와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하고,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글로벌 경험 및 네트워크를
강조한 정보 시스템과 컨설팅의 번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매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의 강한 의지로 여전히
많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진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EH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27개의 병원 네트
워크를 위해 투자한 비용이 약 4억 2천만 달러가 소요되었던
전례가 있다(www.fierceemr.com/story/chw-ups-total-emr-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사후 관리 문제로 자국 내 시스템
회사 선호

investment-1-billion/2010-02-25). 이러한 EHR은 말할 것
도 없거니와 EMR 시스템도 적지 않은 투자 금액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상위 4개 업체가 총 매출의

HIS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맞춤형

u-헬스와 같은 관련 법·규정은 아직 표준화가 미비한 실

시스템 개발 및 사후 관리 문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 내

정이다. 의료 분야는 특성상 법·규정에 매우 민감하므로 정

시스템 회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국내 대형

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 관련 신규

병원은 자매 IT사들의 시스템을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시스템 구축은 실제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진

기타 병원들도 국내 의료 기관의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할 수

료비 증액의 규제로 인한 재정의 한계로 시스템 구축에 한계

있다는 이유로 국내 로컬 기업들에게 시스템 공급을 요청하

가 있다. 따라서 EMR/EHR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정부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GE, Siemens, Hitachi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와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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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고성능 창호
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시장 전망
|
창조경제지원사업단 선임연구원 박선영 Tel 02-3299-6024 e-mail sypark@kisti.re.kr

냉방 부하 감소, 유지 보수 장점이 뛰어난 ‘삼중 유리’,
‘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건물은 창호를 통한 에너지 손실량이 30% 이상을 차지할

C
CNG 『건축물 에너지 감축 방안 법규 및
N규제 강화로
고성능 친환경 건물 외피 기술 적용이
G 요구되어
삼중 유리, 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등의 시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로 높아, 건물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규
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단열의 유리 외피를 적용하는 삼중

삼중 유리란 기존 유리 원판 두 장을 간봉을 사이에 두고

유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삼중 유리 내 블라인드의 적용

LED 형태로 두 개
양쪽에 부착하던 형태에서 한 장 더 추가시킨

은 기존 내·외부 블라인드의 작동 소음 감소, 유지 보수 편

의 공기층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높은 차음 성능을 갖

리, 실내 냉방 부하 감소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건물 외벽형 유리는 유리면에 은막(Ag)코팅

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있다. 정부에

(Low-e)을 하여 최적의 높은 단열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장

서 제시하는 건물의 에너지 등급 성능에 대응하고 건물의 에

블라인드 삼중 유리는 기존 창호 내부 및 외부에 적용하여

너지 소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의 성능을 통

작동하던 블라인드를 삼중 유리 내부 공기층에 삽입 적용하

합적으로 만족하는 제품이 요구되는데, 내장 블라인드 삼중

게 한 신개념의 블라인드 시스템으로서 일사 유입 및 차단의

유리는 건물의 단열 성능과 빛 환경, 열 환경, 일사 제어 등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며 계절별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용

복합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성이 높을 것으

이한 신개념의 외피 시스템이다.
삼중 유리 기술은 크게 단열 성능 및 열 성능을 위한 로

로 전망된다.

이코팅 기술과 구조성을 위한 유리의 강화 기술로 분류되며,

▶ 삼중 유리/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구성
대분야

중분야
삼중 유리 제품

삼중 유리/
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창호 제품
블라인드 제품

세부 제품
유리, 로이코팅, 유리강화, 제습제, 알루미늄 간봉, VHB 테이프, 봉합제
알루미늄 프레임, 가스켓, 볼트, 실리콘, 보강대, 도장, 하드웨어
블라인드 슬랫, 작동 줄, 슬랫 휠, 고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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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유리 및 내부 블라인드 적용 효과 예시

삼중 유리 모습

내부 블라인드 적용 효과 예시 도식

구성체는 유리, 간봉, 제습제, 봉합제, 프레임 등으로 구분된

움이 있다. 또한 내부 블라인드의 경우는 일사에 노출된 내측

다. 또한 공기층 공간에 블라인드가 통합 적용되어 작동되는

적용 블라인드가 열을 실내로 방출하여 냉방 부하를 증가시

블라인드로 블라인드 슬랫(날개), 작동 휠, 조작부 등의 부분으

키고, 외부 환경에 적합하도록 블라인드를 작동할 수 없으며,

로 분류될 수 있다. 공급 사슬 측면에서는 유리 제조 업체와

재실자가 블라인드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내 환경의

유리 조립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리 제조 부분에서는 코

개선 정도가 미비한 형편이다. 이에 반해 내장 블라인드는 실

팅 처리, 강화 처리 등의 단계를 거치고, 조립 단계에서는 프레

내 열적 환경 개선, 간편한 작동 방식으로 인한 일사 차단, 미

임의 압출 및 제작 조립 단계와 손잡이 등 하드웨어를 제작하

관의 개선 등으로 고효율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시장 니

는 부분으로 분류된다. 또한 내장 블라인드의 경우는 블라인

즈가 높다.

드 업체가 제품을 유리 업체에 공급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일사 차단, 미관 개선 등 고효율 성능으로 내장 블라인드
니즈 증가

『고효율 고성능 창호는 일사 차단, 열효율 측면의
기술적 우위, 유지 관리 용이성 및 미관 개선의
인테리어적 우위와 더불어 기술 진보와 통합 발주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창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손실 감축과 일
사 차단을 위한 블라인드 적용이 증가하고 냉·난방 에너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블라인드의 유지 보수가 어렵고 고비

사용량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단열 성능 및 에너지 고효율이

용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요구되고 있어 기존의 복층 이중 유리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성 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유리 제

보이는 삼중 유리를 활용한 외피 시스템 구축이 주목받고 있

조 시 통합 적용 제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

다. 특히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적용 의무화에 따른 건물

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피 시스템 개선 요구에 친환경 기법을 활용한 삼중 유리 시

국내 외피 시스템은 현재 도입 단계로 향후 높은 시장 성

스템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이차

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유리 외피 시스템의

적으로 열 환경 및 빛 환경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

일사 차단 성능 개선, 국내 삼중 유리 적용 사례 증가 등 기

구현 역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술력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건축물 외피의 창호 부위에 블라인드를 적용함에 따

고효율 삼중 유리의 건물 적용 및 내부 블라인드 삼중 유

라 발생되는 내부 발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

리는 초고층 커튼월 건축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물 에너지 효

절감형 내장 블라인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건물 외측에 적

율과 실내 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신개념 아이템으로 국내

용된 외부 블라인드의 경우는 외풍 및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의 다양한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을 수

하자 발생에 대한 위험도가 클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어려

있다. 유리 제조와 블라인드 적용의 통합 기술은 해당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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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을 바

기업체에 의존하여 시공되고 있으며, 이중 외피 산업을 주도

탕으로 그린 도시 산업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초석이 될

할 수 있는 기업 및 기술자가 부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국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 저가격 블라인드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 국내 블라인드 시
장의 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요소 기술들을 통합하는 신기술 개발을 이끌어

각 요소 기술을 통합하는 신기술 개발과 기술자 및 업체
육성 필요

냄으로써 새로운 기술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자 및 업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유리 원판은 KCC와 한글라스의 2개 대기업 제조 업

세계 초고층 시장의 18%를 이중 외피 시장이 점유,
높은 성장세 전망

체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리 및 창호 제
작은 LG 하우시스, 이건창호, 남선 등 대기업과 하이퍼윈도
우, 알루이엔씨 등의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블라
인드 제작 또한 LG 하우시스, 금호, 휴그린, 한화L&C 등의 대

세계 이중 외피 시장은 근 50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 추세

기업과 윈스피아, 블라인드팩토리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이중 외피 시장 또한 지속적인 적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리를 창호화하여 조립하

용 및 발전을 통해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는 업체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이다.

을 기점으로 아시아 초고층 건물 시장이 세계 초고층 건물

이중 외피 및 삼중 유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리, 창

시장의 86% 이상을 점유하면서 외피 시장의 확대를 선도하

호, 블라인드 등을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공정 및 기술 관리

고 있다. 외피 시장은 세계 초고층 건물 시장에서 18%의 높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완벽한 이중 외피의 구현이 어려운

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 이중 외피 시장은 연

상황이다. 유리 창호 제작과 프레임 제작 등이 소규모 중소

평균 20%의 성장이 전망되고 삼중 유리 시장과 내장 블라

▶ 삼중 유리/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중심의 연관 산업 구조
후방 산업

삼중 유리/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산업

전방 산업

실란트, 가스켓, 압출 성형, 유리, 블라인드 슬랫

창호, 유리, 차양 장치, 자동화 설비, 블라인드, 실내 환경 분석

커튼월 시스템, 이중 외피 시스템

▶ 삼중 유리/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산업의 공급망 분석
공급망 단계

원자재

주요 내용

유리

창호

블라인드

이중 외피 운전, 이중외피, 커튼월

주요 제품/기술

유리, 코팅, 하드웨어, 블라인드
슬렛

프레임, 알루미늄, 판넬

블라인드

자동화 시스템

해외 기업

Southwall Technologies, CSG,
Cardinal, Guardian, saintgobain

Cardinal, Guardian. Pilkington

Shanghai Doma, Blinds,
Generic Blinds, BlindsExpress

KCC, 한글라스

LG 하우시스, 이건창호,
남선

LG 하우시스, 금호 휴그린,
한화L&C

지게니아

하이퍼윈도우, 알루이엔씨

윈스피아, 블라인드팩토리

국내 기업

이중 외피, 삼중 유리/내부 블라인드 삼중 유리

시스템

중소기업 참여 정도
중소기업 시장 점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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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유리/내장 블라인드 삼중 유리 산업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원/억 $)

시장 규모

년도
구분

국내 시장

세계 시장

2012

2013

2014

2015

2016

성장률
CAGR(%)

이중 외피 시장

400

450

610

715

1,100

20%

삼중 유리 시장

40

50

70

100

150

39%

내장 블라인드 시장

40

50

70

100

150

39%

합계

480

550

750

915

1,400

36%

이중 외피 시장

6,500

9,500

10,000

12,000

15,000

20%

삼중 유리 시장

650

1,000

1,700

2,300

3,300

50%

내장 블라인드 시장
합계

650

1,000

1,700

2,300

3,300

50%

7,800

11,500

13,400

16,600

21,600

29%

출처: BIPV 기술 및 시장 전망 추정치 활용, 환율, 1,000원.

인드 시장 역시 연평균 50%의 높은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건설 업계의 유리 및 창호, 커튼월 등 외주를 통한 분리 발

전망된다. 국내 외피 시장 역시 이중 외피 시장을 중심으로

주 체계의 시장 구도 때문에 주도적인 발전 체계를 갖추기 어

삼중 유리 시장 및 내장 블라인드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려웠으나 점차 통합 발주 체제로 구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성장률이 36%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실정이다. 이중 외피의 모듈화와 같은 점진적 발전을 통한 시

세계의 고성능 유리 시장은 기후에 따른 차이로 구분되는

장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며, 삼중 유리의 통합 생산에 의한

데, 연중 냉온 기후인 북유럽의 경우 단열 성능이 우수한 로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의 확대 발전이 필요

이 삼중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패시브로 창호

한 시점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가 기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유리 시장은

단기간에 이중 외피 세계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으며, 초고층

대기업 생산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개발되고

건물 시장의 증대로 인해 축적된 국내 이중 외피 기술은 세

있다. 지역적으로는 북미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삼중 유리가

계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산되고 있다.

판단된다. 삼중 유리는 국내 및 세계적으로 시장 진입 단계의
초기 기술이며, 내장 블라인드는 신기술로 시장 형성 후 빠른

『유리 창호 조립 부문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중 유리 개발 및 시공 부문을 통한 세계
이중 외피 시장 진출 확대와 추격이 요구된다』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유리 제조 및
창호 업계의 전문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사
무소 및 공공건물 등의 국내 시장은 물론 초고층 빌딩에 있
어서 세계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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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

|
LEDspjun@kisti.re.kr
산업정보분석실 책임연구원 전승표 Tel 02-3299-6095 e-mail

CNG 자동차, 친환경성과 연료비 등에서 경쟁력 있는 대안

부피를 줄인 압축천연가스다.
그런데 이렇게 운송 연료로 고안된 CNG는 아직 일반 운전

우리는 도로에 나가면 빈번하게 ‘CNG 천연가스’라는 표시

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연료이다. CNG 충전기는 구입하

가 부착된 버스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CNG는 집에서 난방

고 설치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서 충전소가 흔하지 않은데다

이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처럼 천연가스의 한 형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CNG

태인데, 트럭, 버스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압으로 압

는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동차 연료로 상용화하

축해 부피를 줄인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기 쉽지 않았다(GE KOREA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이런 기

Gas)를 의미한다. 천연가스는 가스전에서 소비자까지 유통

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CNG는 이미 대형 버스나 트럭에 사

되거나 저장되는 형태에 따라 PNG(Pipeline Natural Gas),

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국내 시내

LNG(Liquefied Natural Gas), CNG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버스가 CNG 버스로 대체된 것이며, 정부에서는 상용차의 개

PNG는 기체 상태 그대로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는 천연가스

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중심으

이고, LNG는 운송이 쉽도록 냉각시켜 부피를 줄인 액화천연

로 한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 기대만큼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가스이며, CNG는 운송 연료로 쓰기 위해 초고압으로 압축해

있는 지금 디젤자동차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린 디젤

▶ GE가 개발 중인 CNG 충전소 및 가정용 CNG 충전기의 개념도

자료: GE korea 홈페이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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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G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예측(2002~2018)
승용

승합

화물

비사업용
CNG 자동차 등록 대수(단위: 대)

CNG 자동차 등록 대수(단위: 대)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60,000

특수

35,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용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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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40,000

자료: 통계청, KISTI 재작성 및 KISTI 지능형 산업 시장 정보 분석 시스템 활용, 2013.

기술로 경쟁하고 있으며, CNG나 LPG는 대체 연료 사용을

성장을 보였다. 동기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59만 대

통한 친환경 기술로 전기자동차의 부진을 파고들고 있다.

(2003년)에서 1,887만 대(2012년)로 각각 2.9%(최근 9년)와

현재 상용차와 일부 비상용 차 중심의 CNG 자동차 시장

2.8%(최근 5년) 성장하는데 그쳤다. CNG 자동차와 많이 비

은 향후 CNG 충전소가 확대되고 심지어 집에서도 CNG 충

교되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바뀐다면 승용차로 크게 확대될 수

비교해도 CNG 자동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앞서 설명된

있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정에 공급된 천연

LNG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다면, LPG는 석유나 유전 가스

가스(PNG)를 CNG로 변환해 충전할 수 있는 장비의 보급을

에서 추출되는 부탄과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한다는 것이 차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Frost & Sullivan 2012). 이런 과제

이점이다. 2003년 LPG 자동차는 172만 대에서 2012년에는

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가정에서 천연가스로 난방과 취

242만 대로 각각 3.8%(최근 9년)와 2.0%(최근 5년) 성장했다.

사는 물론 차량 연료까지 충전해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비록 규모 면에서 아직 CNG 자동차는 일천하지만 성장세만

있다는 것이다. 이런 CNG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살

큼은 다른 자동차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펴보기 위해 국내 CNG 자동차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
리보다 먼저 CNG 자동차 시장이 발전한 해외 시장을 비교함
으로써 CNG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성장에 따른 기회와 한계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CNG 자동차 현황, 5년간 19.3% 성장률 보여

『국내 시장은 최근 5년간 19.3%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등록 기준), 향후 5년도 10.8%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사업용 CNG 자동차의
보급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CNG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종별
로 볼 때는 승합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2012년 기준

국내에는 CNG 전용 자동차가 시판되기 오래전부터 개

으로 78.4%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조 차량이 등록되고 있었다. 현재에도 버스를 제외한 대다수

이 최근에는 CNG 승용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 CNG 차량이 개조 차량이다. 따라서 시장 현황을 판단하

2012년에는 18.4%에 이르렀다. 용도별로 보면 비사업용의 비

기 위해서는 개조 차량이 포함된 등록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

중이 매우 높아서 2012년을 기준으로 83.3%에 이르렀다. 그

다. 등록 기준으로 CNG 자동차는 2003년 1,376대(승합 1,369

러나 사업용은 최근에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

대, 화물 6대, 승용 1대)를 시작으로 9년이 지난 2012년 말에

이고 있었다. KISTI는 수요 예측을 위해서 각각의 추세에 가

는 37,003대(승합 29,011대, 승용 6,810대, 화물 1,179대, 특수

장 설명력이 높은 시계열 추정법을 활용해 향후 시장을 추정

3대)까지 크게 증가했다. 최근 9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해 보았다. 비사업용 CNG 자동차 수요는 선형 추세를 바탕

기준)은 44.2%,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9.3%로 비약적인

으로 추정했으며, 사업용 CNG 자동차 수요는 다항식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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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추정했다. 이런 예측에 따르면, 2018년에는 비사업

률은 물론 LPG 자동차 이상의 세계 시장 규모가 CNG 자동

용 CNG 자동차의 비중이 72.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

차 시장의 매력을 높여주고 있다.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2012년 37,003대의 CNG 등록 차량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CNG 자동차가

이 2018년에는 71,461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비사

비교적 덜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 시장은 향후 확대가 기대

업용과 사업용 차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8.1%와 20.5%

된다. 비록 정유사의 로비로 LPG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계

에 이르며, 전체적으로 10.8%의 성장이 기대되었다. 최근 5년

속되겠지만, 유럽에서 CNG 자동차는 높은 시장 성장률이 기

에 비하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LPG나 전체 자동차의 증가

대된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공공 충전 시

추세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다.

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 적용이
예상되며, 스페인과 프랑스는 충전 시설의 미비로 버스나 시
내 청소 트럭 등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유럽과 남미 중심으로 CNG 자동차 보급 확대될 것으로
기대

의한 대기 공해 감축 전략이 유럽과 비슷한 남미 국가에서도
CNG 자동차는 확대될 전망인데 콜롬비아와 볼리비아가 대
표적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성장세가 주목되는데 높아지

사실 대체 연료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시장은 LPG 자동

는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CNG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

차 시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2가지 연료의 겸용 사용이 의무

타난 것과 같이 CNG/LPG 시장에서 LPG의 경우는 이탈리

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지만, 아직

아, 대한민국, 인도, 폴란드, 터키가 주도하고 있지만, CNG

보조금이 없는 중국 시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미

자동차 시장은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

시장은 아직 판매가 미미하지만 향후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다. 2009년 말 현재 두 시장의 규모는 130만 대 규모로 그중

『세계시장은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사로는 피아트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에서 CNG가 5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6년에는 220만 대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 CNG 자동차는 59%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가 CNG 자동차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연평균 7.8%의 높은 시장 성장

▶ 전 세계의 LPG/CNG 승용차 시장 현황 및 예측(2009~2016)
LPG/CNG Passenger Cars Market: LPG and CNG Cars Units Shipment (OE) (World), 2009 and 2016

750

2016

~ 2.2M

650

57%

42%

Unit Shlpments ('000)

1.3M

59%

25%

550
450

1.3M

75%

350

44%

250

41%
56%

150
50

2009

-50

Korea

Turkey

S.
America

India
LPG

Iran

Italy

Pakistan

Poland

France

2016

CNG

자료: Frost & Sullivan, 2010.

Vol. 3 Issue 8 KISTI MARKET REPORT

13

그린 수송 시스템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푼토(Punto)를 앞세운 피아트(Fiat)가

임계 물량 이상 판매된 여러 국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장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유럽의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CNG 자동차의 문제점은 오히려

CNG 자동차 시장에서 피아트는 8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

관련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문제점을 극복

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는 혼다, 지엠, 포드가 CNG 자동차를

하는 세계적 기술을 개발한다면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세계적 규모의 국내 LPG 자동

서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차 시장을 바탕으로 LPG 자동차 판매에서는 선전하고 있지

CNG 자동차 시장의 한계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만 CNG 자동차 시장에서는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진 않고

수 있다. 기존 기술인 CNG 자동차의 혁신은 신기술인 전기

있다.

자동차의 혁신과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록 다소 시
간이 소요되겠지만 결국 신기술인 전기자동차가 CNG 자동
차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CNG 자동차가 가지는

CNG 자동차의 성장에 따른 기회와 한계

경제성과 친환경성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가솔린, 디젤, LPG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주유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CNG 자동차는 가장 성장이 빠른 시장 중 하나이다. 이런 성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비록 2가지 구동

장은 무엇보다 가솔린 대비 50%, 디젤 대비 30%의 연료비

시스템의 활용으로 초기 투자비가 높고, CNG 연료의 가격이

절감 효과와 2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성

상대적으로 저렴해 여전히 경제성에서는 CNG 자동차가 유

때문이며, 최근 친환경 대체 연료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리하지만, CNG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CNG 가

시도되고 있는 바이오 메탄가스를 CNG 자동차는 별도의 보

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CNG 자동차의 경

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쟁력은 장기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물론 최근 활발히 상

서 지금과 같은 고유가·저성장 시대에서 CNG 시장의 성장

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셰일가스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더욱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 시장

낮추어 CNG 자동차가 가지는 경제성을 상당 기간 연장시켜

의 성장은 석유 수요를 늘려 유가를 높이고 CNG의 가격 경

줄 가능성도 있다.

쟁력을 유지시켜줄 것이며, 느리게 성장하는 선진국의 경제
는 친환경 정책에서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결국 친환경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CNG 자동차가 될 것이
다. 그러므로 CNG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은 인젝터, 압력 제
어 장치, 연료 탱크의 개발에 힘써야 하며, 특히 충전 관련
부품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PNG 네트워
크가 잘 구축된 국가에서는 미국에서 연구 중인 가정 충전

『CNG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관련 부품과 충전 설비
부문에서 관련 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부족, 부품의 품질 안정성
과 같은 인프라와 기술의 한계는 시장의 확대를
저해시킬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싸워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시스템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CNG 자동차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2010년

결론적으로 CNG 자동차는 중단기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행당동에서 CNG 버스가 폭발한 사례와 같이 안전성에 대한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대안으로 계속 주목받으며, 인프라가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다. 또한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

갖춰지고, 정부의 보조금이 활성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개조에 의한 고장이 잦고, 제작사의 취약한 A/S 등이 CNG

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에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특히 영업용 차량

제기된 폭발 위험성, 품질 안정성 등의 문제는 물론 현재 트

의 경우는 충전 대기 시간 증가와 충전소 부족으로 장거리

렁크 공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연료 탱크의 설계 문제나, 제

운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전 인프라의 확대가 요망되고

조 및 개조에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있다. 또한 CNG 가격의 유동성도 연료비 절감 효과를 반감

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저렴하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LPG 자동차 시장의 정착 사례에

게 제공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장려할 것이다. 결국 CNG 자

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되고, 인프라가 확

동차 시장은 이런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완성차나 부품 기

대되며, 임계 물량(critical mass) 이상 자동차가 보급되면 안

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실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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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세계

지렁이 표피의 수막 코팅 기능을
흙 제거 세정 작업에 활용
지렁이는 흙 속에 살면서도 항상 표피가 깨끗하고 반들반들하다. 이는 지렁이가 흙 속을 이동할 때 지렁이
의 표피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이너스 전하와 흙 속에 작은 입자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물의 플러스 전하
때문이다. 지렁이의 표피는 자석의 S극과 N극이 끌어당기듯 물을 끌어당기면서 40mV의 매우 작은 전압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렁이의 표피에는 얇은 수막이 형성되며, 이 수막이 흙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윤활제
역할을 해 지렁이는 흙 속을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트랙터, 불도저, 트럭 등 흙과 접촉하는 기구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차량이 흙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흙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작업이 필요 없게 된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식물의
생육을 위해 흙으로부터 물을 모으는 기술이나 반대로 단단하게 압축 건조된 흙에 물을 제공하여 토양을 회
복시키는 기술로 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팀이 불도저 배도판에 12V의 전류를 흐르게 한 결과, 블레이드에 대한 흙의 저항이
최대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트랙터 실험에서는 저항이 최대 18% 감소하여 약 12%의 연료가 절약되
는 효과가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현재 중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이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
계산을 진행하고 있다.
▶ 지렁이 일종 ▶

▶ 지렁이 구조 ▶

한대
강모
식도

혈관

심장
뇌

입

인두

정소 난소
정자 수용기

정관
난관

신경절
장

자료: J-Net21, http://earthworm.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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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의료 기기
LED 의료 기기 산업의 시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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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정책의 핵심 아이템 ‘LED 융합 산업’

환경, 의료, 교통, 농업, 생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에 의
한 고부가 가치 파생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1)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은 LED를 이용한 조명 기

구체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LED는 휴대 가전 기기용 광

구(LED 모듈과 방열 및 광학 기구로 구성)와 시스템(전원 장

원, 중대형 LED BLU,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조명의

치, 구동 회로, SW 및 시스템 제어)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전

대체 조명으로서의 괄목한 성장이 예상된다. LED가 갖는 빠

압에서 구동하므로 전력 소비가 적은 반면 수명이 길고 수

른 스위칭 속도와 좁은 스펙트럼 선폭은 정보 통신용 광원

은, 납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세계 각국 정부

으로서도 활용되어 가시광 대역과 같은 새로운 주파수 영역

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의 핵심 아이템이다.

으로의 사용이 예상된다.

LED는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측면에서 갖는 장점 이외에

살균용 UV 광원은 인위적으로 살균 목적에 맞는 UV 파장

도 일반 조명이 갖지 못하는 파장 제어, 변조, 편광, 광색 가

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자외선 살균기 이외 UV LED 조명을

변 등 복합적 기능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 자동차, 정보 통신,

이용한 위조 화폐 및 신분증 여권 등의 검사뿐만 아니라 반
도체 노광 장비 및 검사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다.
LED 농어업 적용 분야는 농업 분야의 식물 및 미생물 생

▶ LED 융합 산업 분야

장과 해충 퇴치 기능 등이 우선시 되고, 어업 분야에서는 오
징어나 갈치 등의 집어 등, 부표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정보통신

환경

의료

의료 조명 가운데 통증 치료기에는 적외선 LED, 피부 노
화 치료 기기에는 황색 LED, 치과용 UV 광중합기에는 UV와
청색 LED, 매디컬 플래시, 메디컬 일루미네이션, 스코프 광
원 등에는 백색 광원이 사용된다. 즉, 의료 분야에서는 LED
수술용 및 내시경 조명으로 사용되는 한편, 자외선, 적외선

교통

디지털 가전

디스플레이

농생명

등 특수 LED 파장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용도
가 확대되고 있다.

고부가 가치 파생상품 / 신상품
센서기술, 가시광통신, 네트워크 제어, 인간중심 감성공학
+
LED 소자, 소재, 모듈, 제어회로
자료: “광 IT와 LED 융합 기술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광산업진흥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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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 IT와 LED 융합 기술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광산업진흥회, 2012.

LED 의료 기기

LED 의료 기기 시장, 2018년 3억 1,050만 달러 전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 및 중남미 지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ED는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진단 및 치료용으로서 LED 광원의 다
양한 장점 때문에 LED 광원을 활용한 의료 기기 시장이 부
상하고 있다.
LED는 특정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 파장
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광원으로 좁은 공간에

『LED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기기 분야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LED 의료 기기의 다양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2011년 5,650만 달러에서 연평균 27.6%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3억 1,0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접근이 어려운 부위의 치료도 가능하며 고전압이 필요한
레이저에 비해 안전하다. 특히, 영상 진단 부분에 있어 다양
한 파장 조절을 통해 성격이 다른 악성 세포를 형광 영상 형

LED 의료 기기 산업의 시장 기회

태로 얻을 수 있으며, 투과광을 통한 무체혈 생체 신호의 측
정이 가능하여 개인용 소형 생체 진단 기기의 제작이 가능하

LED 의료 기기는 진단, 치료, 기타 융복합 분야로 구성된

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다양한 파장을 이용해 피부 치

다. LED 기반 진단 기기 분야는 영상 진단과 생체 진단으로

료 및 외과적 치료에 활용이 가능하며, LED 조명을 통한 광

구분되며, 영상 진단 영역은 세포 조직 검사에서 체외 조직

역학, 심미 치료와 더불어 대체 의학적 분야에 다양하게 적

검사에 활용되는 형상 영상 진단 부분과 체내 조직 상태 검

용이 가능하다. 그 외 내구성이 좋고 가벼우며 크기가 작아

사에 활용되는 내시경형 영상 진단 부분으로 구분된다. LED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고전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광원은 내시경에서 기존 할로겐 조명의 단수명, 고열 등의 전

전통적 레이저에 비해 안전하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열 발

기, 기계적 문제와 연색성 문제 때문에 할로겐 대체 조명으

생이 적기 때문에 근접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로 사용되어진다. 생체 진단 영역은 아직 기술적 진척도가

파장의 폭이 좁아 치료에 유효한 파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매우 미흡하나, 생체 신호 측정 및 전송 관련 부분에서 LED

수 있어 치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는 u-헬스 산업의 기초가 되는 디바이스의 핵심으로 성장할

이러한 LED의 장점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

가능성이 크다.2)

서 LED를 응용한 의료 기기 시장 규모는 2011년 5,650만 달

LED 의료 기기의 사업화가 시작되어 활용되고 있는 분

러에서 연평균 27.6%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3억 1,050만

야는 치료 기기 분야이다. 치료 기기 분야는 피부 치료와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외과적 치료, 광역학 치료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

연평균 2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32%로 성장하여

부 치료 영역은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임상 단계를 마치

2018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현재 세계 시장의 40%

고 치료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피부 치료용 LED 의료 기기
는 Photo Therapeurics Ltds.(영국), Lightwave(미국), Light
BioScience(미국) Amjo Corp.(미국) 등 선진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루트로닉, 엠

▶ LED 의료 기기 시장 예측

아이테크, 사이닉스, 에코메디슨, 원테크놀로지 등이 국산화

LEDs in Medical and Biophotonic Devices
Global Consumption Market Forecast(US/$, Million)

에 성공하여 시장에 진입해 있다.

350.0

『LED 의료 기기는 진단, 치료, 기타 융복합 분야로
구성되는데, 특히, LED 의료 기기의 사업화가 시작되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치료 기기 분야이다.
이중, 피부 치료 영역은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임상 단계를 마치고 치료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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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Ds in Medical and Biophotonics Devices”, ElectroniCa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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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기반으로 하는 광-의료 기기 융복합 산업 기술 및 시장 동향”, 광산업 진흥회,
2) “LED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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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치료용 LED 의료 기기 국내 기업 동향
루트로닉
엠아이테크

국
내

사이닉스

최근 상처 치유용 LED 치료기(제품명: Healite)를 개발하여 판매에 들어간 상태이나 개발 및 시장 진입 초기 단계임
국내 생산 제품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치료기(제품명: Nouvo)를 판매 중임
LED 응용 여드름 치료기 포토라이트를 출시하였으며 기존 제품과는 달리 세계 최초로 LED 광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치료에 가장 적합한 적외선, 자외선의 파장을 선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비출 수 있음

에코 메디슨

LED를 이용한 다양한 색의 빛과 음악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를 개발하고 유럽에서 인증을 받아 아시아
각국에 수출하고 있음

원테크놀로지

OAZE라는 헬멧 타입의 탈모 치료용 의료 기기를 출시하고 있음

▶ 의료 분야별 LED 의료 기기의 적용성 구분
적용성 검토 및 해당 품목
영상 진단

형광 현미경(형광 단백질 추적용), 내시경 타입 형광 영상 진단기, 체내 지방 검사 형광 기기, 소동물용 광학 영상 기기,
안면색(망진) 진단 영상 기기, 설진 영상 기기, IR 카메라(적외선 체열 촬영기 등), 광영상 유방암 진단기

생체 진단

무체혈 산호포화도 측정기(혈류/혈당 측정기), 복합 혈행 검사기(advanced-SPO2), 혈류 혈압 측정기,
실시간 맥박 및 호흡수 측정기, 호흡 가스 분석기 등

피부 치료

LED 피부 치료기(아토피, 백반증, 건선증, 경피증), 진균성 치료기(여드름, 비듬, 무좀),
항노화 치료기(눈주름/피부 주름 개선). 두피 케어(탈모 치료) 등

진단 분야

치료 분야

외과적 치료
광역학

수술 환부 봉합 촉진기, 비염/중이염 치료기, 안과용 치료 기기(시신경 치료), 광살균기, 구강 살균기,
광중합기(치과 생체 접합 소재용 광경화기), 임플란트 골접합 촉진기 등
LED 인큐베이터(신생아 황달 치료), 골밀도 강화기, 심미 치료기, LED 광욕 기기, Biostimulation(통증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등

대체 의학적

우울증/치매 광치료실, 심미 치료실, 아로마-칼라 복합 테라피 치료, 오색 광치료기(컬러라이트 치료기) 등

병원용 조명

수술용 LED 무영등, 수술 보조등, 광석션기, 병원 조명(입원실/병원 내 조명등), 국소 조명등, 진단용(검이경/내시경류)
광원장치, 치과용 검사 초소형 조명, 이비인후과 검사 초소형 조명 등

융복합
미용 의료
기타

미백 기기, 주름 제거 기기, 피부 미용광 조사기, 치아 미백광 조사기, SKIN 케어 활성화 조명 기기 등

수술 용품, UV 소독기, 치과 기기, 광촉매 소독기, 발광 지팡이, 이동 보조 기기(의자차), LED 보안경(3D 보안경) 등

자료: “LED를 기반으로 하는 광-의료 기기 융복합 산업 기술 및 시장 동향”, 광산업 진흥회, 2012.

LED 의료 기기에서 최근 주목받는 분야인 광역학 치료

검이경 인후경 등 검사용 조명과 국부 절개 수술을 위한 국

분야로는 신생아 황달, 우울증 치료에 활용되는 심미 치료

부 조명 기기에의 적용 또한 시도되고 있다. 시장성, 중소기

영역 일부, 골밀도 강화를 위한 LED 광조사 치료가 있다.

업의 접근 용이성 측면으로 볼 때 미용 의료 분야도 크게 성

광복합 분야의 의료 기기는 대체 의학적 영역과 병원용 조

장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명, LED 광원이 활용된 관련 보조 기기와 운영 시스템 영역

LED 진단 기기는 대형 기기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있다. 대체 의학 영역은 최근 LED 심미 치료실, 아로마-

크며, 수요자의 특정 대형 업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컬러 복합 테라피 영역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병원용 조명은

또한, 기기에서 LED 광원이 비용이나 성능에서 주요한 요소

LED 무영등, 치과용 LED 조명 등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가 아니다. 따라서 타 LED 의료 기기 분야에서 시장에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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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광학 모듈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LED 의료 기기 시장은 다양한 광원 측면에서의 LED의 장

LED 치료 기기는 대형보다는 소형 다품종이며, 시장이 병

점, LED 기술의 개선에 의한 성능 향상 및 가격 하락, 신흥

원용과 개인용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중소기업형 품목이 다

국에서의 의료 기기 시장의 성장 및 건강 및 미용을 중시하

소 존재하며 수요 대처 능력과 마케팅 능력, 유통 채널의 확

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LED

보가 중요한 시장이다. LED 융복합 의료 기기 또한 미용 의

의료 기기 시장은 다품종 소량 판매 시장이므로 산업 초기

료, 조명, 대체 의학 모두에서 소형 다품종 중심으로 중소기

에는 기존 광원의 대체 시장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에

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제작 능력, 마케팅 및 유

따라 기존 제품의 대체 가능성, 즉, 편리성/우수성을 강조하

통 채널이 중요한 요소이며, 수요자 니즈를 탐색하여 제품화

는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요처가 다양하고

하는 제품 개발 능력이 중요한 요소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의료 기기의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띄므로 품질의 안정성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다.

유지 및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안전성(치료), 효과성(진단), 안정성(용구)에 관련된 충분한

『LED 의료 기기 시장은 다품종 소량 판매 시장이므로
산업 초기에는 기존 광원의 대체 시장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제품의 대체 가능성,
즉, 편리성/우수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응용분야 개
발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2013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세계

운동 효율을 향상시키는 돌고래의 지방에서
새로운 스윔웨어 개발 기대
바닷물 온도가 달라져도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큰돌고래는 몸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이 체온을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래의 지방은 머리, 귀,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사이 등 몸의 여러 곳에 분포해 있으며,
체온 조절, 운동 능력 향상, 청력 증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돌고래의 지방과 같은 기능의 소재가 개발되면 겨울
바다에서도 쾌적하게 헤엄칠 수 있어 환상적인 수중 산책이 가
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킬레스건을 다친 사람에게는 새
▶ 큰돌고래 ▶
로운 보조 기구로 돌고래의 지방이 의료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온도 변화가 심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야생 돌고래
의 몸 크기와 지방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른
돌고래와 갓 태어난 돌고래의 비교 조사에서 성장 단계에서 지
방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는 사실도 조사되었다. 운동에 사용되는 근육과 지방의 관계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의 지
방은 신축성 있는 섬유인 것을 알아냈다. 또한 돌고래의 지방은
수중 음파의 증폭 및 쇠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자료: J-Net2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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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교반용접
미래 부품 소재 산업을 이끈다
|
산업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 김지희 Tel 02-3299-6293, e-mail kjh@kisti.re.kr

이종금속 용접을 가능하게 하는 마찰교반용접

경량합금 간의 이종금속 용접을 가능하게 하여 자동차, 가전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마찰교반용접의 원리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 FSW)은 1991년에

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TWI(The Welding Institute, 영국에 있는 공립 용접/접합연구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사선 형태의 돌기를 가지는 비

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두 개의 판을 겹친 후 강력한 힘을 가

소모성 공구를 A와 B 접합된 부분에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해 발생된 마찰열로 판을 접합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최

삽입시킨다. 그렇게 되면 공구와 피접합체와의 상호 마찰에

근 알루미늄, 마그네슘과 같은 경량합금 간의 용접, 철강합금-

의해 열이 발생한다. 이 마찰열에 의해 공구 주변의 재료는

▶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 FSW)의 원리
Sufficient downward force to
maintain registered contact
Joint

Retreating side
of weid

Leading edge
of the rotating
tool
Shoulder

Advancing side
of weid

Trailing edge of
the rotating tool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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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교반용접

▶ 미그용접(MIG)과 마찰교반용접(FSW) 용접 형상 비교

혼다는 ‘차체 경량화-연비 향상’을 위해 강
철과 알루미늄을 용접하는 마찰교반용접 기
술을 양산 차인 신형 어코드(2.4 model) 서
브 프레임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였다. 그 결
과 미국에서 리터(ℓ)당 12.75km(30mpg)의 복
합 연비를 기록하여 11.9km/ℓ(28mpg)의 도
요타 신형 캠리와 현대 쏘나타보다 연료 효
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을 뿐만 아
니라 종래의 강철제 프레임보다 강도를 20%
높이고, 무게는 25% 낮출 수 있었다.
그동안 알루미늄은 차량 경량화 소재로

(a) MIG WELD

각광받아 왔으나 철강 재료에 비해 가격이

(b) FSE WELD

비싸고 용접에 한계성이 있어서 실제 도입
에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알루미늄과 강판
연화되며 공구의 교반에 의한 재료의 소성유동으로 접합 면

을 용접할 경우 접촉 부분의 전해부식(electrolytic etching·이

양쪽의 재료들이 강제적으로 혼합되면서 피접합체의 용접이

하 전식)으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알루미늄 소재는 보닛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낮은 입열(접합용 공구와 시편의 마찰

과 도어, 아우터 패널 등 용접이 불필요한 부위에 제한적으로

열)에서 접합되기 때문에 기존의 용융용접에 비해 잔류 응력

사용되거나 주요 부품에 도금 형식으로 사용됐다. 물론, 일부

및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어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

차량에 알루미늄 새시가 통째로 사용되거나 아연 도금층과

켜준다. 또한 마찰교반용접은 충진 재료(Filler material)가 필요

스폿 접합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적용됐으나 가격 부담이 있

없어, 충진 재료가 필요한 미그용접(Metal electrod Inert Gas

었다. 하지만 혼다는 새로운 접합 방식인 마찰교반용접을 통

Welding, MIG)에 비해 우수하고 양호한 용접 형상을 보여준다.

해 전해부식을 쉽게 막을 수 있었고 기존 아크 용접과 동일

따라서 기존 용융용접과 달리 별도의 열원, 용접봉, 용가제 등

한 방식의 가공 속도를 발휘할 수 있어, 생산 공정 및 비용에

이 불필요하여 접합 과정에서 유해 광선이나 유해 물질이 배

맞추어 강판 및 알루미늄 조합을 조정하여 자동차에 적용할

출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접합 기술로 각

수 있었다.

광받고 있다. 그러나 마찰교반용접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다양

마찰교반용접은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제조업부터 전자 산

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3차원 곡면 형상의

업까지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애플(apple)은 세계

접합이라는 한계점과 용도가 경금속 또는 저융점 금속에 한정

에서 가장 얇은 올인원 PC인 애플 아이맥(iMAC)을 개발하였

된다는 단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 이 제품에서 주목할 점은 PC 전체를 통째로 찍어낸 듯한
간단한 일체형 디자인과 최초로 가전제품에 마찰교반용접

『마찰교반용접(FSW)은 알루미늄합금과 구리합금,
알루미늄합금과 철강 재료와 같이 용융용접이
곤란한 이종 금속 재료에 대한 접합이 가능하며,
용접 공정 중에 유해 광선이나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접합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두께를 최대 40% 이상 감소
시켰다는 점이다. 아이맥은 레이저 용접과 접착제를 적용하
던 기존 방식 대신 마찰교반용접을 적용시킴으로써 두 장의
패널을 원래 한 장이었던 것처럼 완벽히 붙여 매끈한 외관을
만들 수 있었고, 두께 감소에 따른 경량화 효과도 얻을 수 있
었다.
마찰교반용접 기술은 6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기술임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마찰용접 기술이 신공업으로 인식되고 있

기존 제조업부터 전자 산업까지 응용 범위 확대

을 만큼 국내 마찰용접 산업은 열악한 상태이다. 최근 전 세
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

마찰교반용접은 경량합금의 용접을 가능하게 하여 자동차

련이 시급해지고 있는데 마찰용접 기술은 이를 해결할 수 있

산업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는 효과적인 기술이므로 향후 국내에서도 산업 적용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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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어코드의 서브 프레임 구조

▶ 아이맥(iMAC)의 5mm 두께 패널

Eliminated 2-mm gap
Antireflective coating
5-mm-thinner LCD

▶ 마찰 용접 적용 분야
구분

적용 분야

자동차 부품

엔진 밸브, 캠 샤프트, 토크 컨버터, 터보 인펠러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 사이드 기어, 리어엑슬 하우징, 스티어링 랙 샤프트

절삭 공구

드릴, 탭, 엔드밀, 굴삭 비트

전기 부품/배관 부품

모터 샤프트, 전기 단자, 고압 호스, Rathet 렌치

건설 기계 및 OA 부품

Copy Roller, Track Roller, Track Roller Bush, 유압실린더 Piston Rod

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표는 마찰교반용접이 주로 적용되

보이며 약 6.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있는 산업 분야를 표시하였다.

마찰교반용접 시장 2015년 2.4억 달러까지 성장 예상
세계 용접 공정 시장은 2011년 약 123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 약 143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며, 연평균 성
장률은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마찰용접 공정은
점증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까지 연평균 3.6% 성장률을

22

KISTI MARKET REPORT

『세계 용접 공정 시장은 2011년 약 123억 달러에서
연평균 5% 성장하여 2014년에는 약 14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그 중 마찰교반용접 시장은
2010년 1.9억 달러에서 2015년 2.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향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비/
공정의 점진적 진보에 따라 응용 분야가 확대되어
시장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마찰교반용접

▶ 용접 공정 세계 시장 규모

(단위: $ Million, %)

시장 규모

년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성장률(%)

아크용접 공정

6,622

7,004

7,410

7,840

8,285

8,766

5.8

용융용접 공정

3,022

3,155

3,293

3,438

3,586

3,744

4.4

저항용접 공정

486

494

503

511

519

528

1.7

마찰용접 공정

543

562

582

603

624

646

3.6

고상용접

301

307

313

319

326

333

2.0

기타 용접 공정

235

244

254

264

275

286

4.0

11,211

11,769

12,358

12,976

13,615

14,296

5.0%

전체(Total)

자료: BCC Research, 2010, “Welding Equipment And Supplies: The Global Market”, 2013, KISTI 재작성.

▶ 마찰용접 공정 세계 시장 규모
(단위: $ Million)

250
200

199

207

215

224

232

경제성, 환경 친화성 측면에서 마찰교반용접의 활발한
응용 기대

241

마찰교반용접은 기존 용접 공정의 개념을 넘어선 획기적인
용접 기술로 이종 판재의 마찰 압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경
제성, 환경 친화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

150

후 활발한 응용이 기대된다. 또한 마찰교반용접 설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기 부품, 액체수소용기, 자동차 분야 등에 본

100

격적인 응용이 시도되는 등 현재까지는 용접이 어려웠던 분야
50

에의 적용을 향한 연구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강도 강, 초내열합금, 타이타늄합금 등의 고융점 금속 재료

0
출처: BCC Research, 2010, “Welding Equipment And Supplies”, 2013, KISTI 재작성.

에 대한 마찰교반용접 공정 기술 및 장비 개발이 활성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미래 부품 소재 산업 및 자동차,

Frction Stir Welding

Linear Friction Welding

Rotary Friction Welding

Friction stud Welding

Radial Friction Welding

전기·전자 항공과 같은 정밀 산업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 가치가 높고 친환경 첨
단 생산 기술인 마찰교반용접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기술 개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의 용접 장비 제조 업계를 포함한 관련 연구기관의 체계적 연
구 개발과 연관 산업에 대한 국내 시장을 견실하게 육성하기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찰용접 공정 시장은 마찰교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3

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 회전마찰용접(Rotary Friction
Welding), 레디얼 마찰용접(Radial Friction Welding), 선형마찰
용접(Linear Friction Welding), 마찰스터드용접(Friction stud
Welding) 5개의 세부 시장으로 분류되며, 이중 가장 큰 규모
를 보이는 마찰교반용접 시장은 향후 2015년에 2.4억 달러
수준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교반용접 기술
및 장비의 개발로 응용 분야가 확대되면 시장 규모는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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