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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신발은 신발의 고유 기능인 발 보호, 운동 성능 향상, 패

양한 IT 관련 기업에서 스마트 신발 개발을 진행하거나 이미 개발

션 등의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과 정보 제공 등을 바탕으

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신발 기업뿐만 아니라 다

로 한 새로운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신발이란 첨단기술

양한 IT 기업에서도 독자적 또는 신발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 신

(ICT, 한의학, 생체의료, 바이오, 섬유, 기계·전자 등) 융합과 웨어

발을 개발하고 있다. 신발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러블 기기 연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신발

있으나, 대부분 발에 관련된 정보인 압력이나 보행에 관련된 정보

이다.

획득을 통해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신발 관련

이것은 발과 신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
료기관 연계 등 다양한 콘텐츠 접목을 통한 미래형 신발산업으로

자동차 전장화 가속화로 센서 시장 확대

기술로는 발 정보 획득을 위한 센서기술과 정보 처리 및 데이터 전
송을 위한 모듈, 전력공급을 위한 장치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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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세계 및 국내 시장
2014년 발행된 World Footwear Yearbook에 의하면 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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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 전체 소비량의 51%인 99억 족을 소비하고 있으며 북미

이터를, 기계적 압력에 의해 발생된 전기를 이용하여 밴드형 장비

지역에서 15%, 유럽 17%, 아프리카 9%, 남미 7%, 오세아니아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과 관련하여 Mason’s New Report

것을 기반으로 iPod, iPhone 연동 운동량 모니터링을 보여주나

처럼, 외부 모듈로 전송하는 통신 모듈이다. 이 통신 모듈은 신발

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소비국은 중국, 2위는 미국, 3

Smart Wearables: worldwide market trends, forecasts and

정확도는 실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다. Adidas miCoach

에서 발생되는 전기에 의해 동작할 수 있도록 저 전력으로 통신

위는 인도, 4위는 브라질, 5위는 일본이며 대한민국은 21위를 차

strategies 2014~2020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229억 달러에

는 신발에 단일 가속도 센서 모듈 장착을 한 것은 Nike Plus와 동

이 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임베디드

지하고 있다.

이를 것이고 2014~2020년 사이에는 CAGR 50%로 성장할 것으

일하나 가슴에 심박수 측정 밴드 장착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

모듈은 최소한의 소프트웨어와 소형/대량 생산이 가능한 초절전
센서 노드로 구성된다.
이것은 초절전/실시간/양방향 통신이 가 능한 PHY, MAC,
Network기술을 통합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다중센서 기반의 신
발 네트워크를 쉽게 적용 가능한 센서 노드기술 등이 포함되며

며, PC를 기반으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Nike Plus와 비교했

로 예측하고 있다.
스마트 웨어러블 유닛 시장을 Device Category에 따라 세

스마트 신발 세계 시장은 2016년에는 1조 1,300억 원,
2020년에는 5조 7,250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시장은 2016년도에는 224억 원, 2020년도에는
1,145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을 때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부적으로 나누면 Smart band, Smart watches, Smart glass,

그리고 미국의 Flexpoint Sensor System과 Bend Tech LLC

Transformables, Others로 나뉠 수 있는데, 스마트 신발 관련

는 Mettis Trainer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발 인솔 시스템을 개발

웨어러블 시장은 Others에 분류시킬 수 있고 Others 시장의 대

하였다. 또한 스포츠 브랜드 Under Armour는 6,000억 원을 투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 스마트 웨어러블 전

자해 피트니스 분야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인수한 데 이어 IT 분야

체 시장이 229억 달러이고 그래프상 Others가 25%를 차지하는

직원 수백 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해 주목 받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실시간 전송 제어 SW 기술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스마트 신발은 2020년도에는 57.25억 달러 시장

센서 데이터 전송 및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 등 고도화된 다양한

을 형성하게 된다.

독일 빌링겐-슈베닝겐의 HSG-IMIT 연구소에서는 보행 중 전
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아직 전기를 충분히 생

현재 세계 신발 시장의 크기는 2,590억 달러 규모이고 TMR

스마트 신발 세계 시장은 2016년 1조 1,300억 원에서 2020

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 센서를

Report에 따르면 신발 시장은 CAGR 8.5%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년에는 5조 7,250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시장은 세

가동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중국 스포츠 브랜드 Li-Ning과

계 신발 점유율 0.8~1%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IT 관련기술 및 건

스마트폰 업체인 Xiaomi는 신개념의 스마트 런닝화를 공동 제작

강관련 관심지수가 높아 세계 스마트 신발 시장 점유율 보통 신

한다는 내용의 전략적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

응용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발 점유율 두 배인 2%로 계산하게 되면 2016년 224억 원에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세계 시장 규모(수량)

(단위: 백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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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1,145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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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저전력 고기능의 개인 맞춤형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 탑재형 스마트 신발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강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콘텐츠 접목 연구와
이에 대한 결과물로 관련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스마트 신발

통신 모듈은 신발의 각종 센서 정보를 저전력 기반의 무선 통신

스마트 신발

2018

11,300

망을 통해서 밴드 등의 모니터링 장비와 연동되어 전송되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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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 시장

족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 시장에

4

(단위: 억 원)

2016

세계 생산량은 현재 210억 족에 달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
억 족, 2005년 150억 족, 2010년 190억 족, 2012년에는 200억

임베디드 통신 모듈은 신발 내의 센서 모듈로부터 얻어지는 데

구분

5
Vol.5 Issue 8

스마트 신발은 첨단기술과 융합한 웨어러블 기기로서
사용자에게 건강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신발 세계 및 국내 시장 규모

신소재나노융합

휠라코리아 EON의 미세전류 발생기 및 구조도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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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 국내 신발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으며, 2012년 중기청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는 고기능, 신기능을 갖춘 스마트 신발 개발을 통한 기능성 신발

모바일 건강관리시스템 탑재형 스마트 신발 개발’을 진행하였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탄소 기반 복합소재
복합소재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소재, 탄소 소재 등 서로 다른

그리고 아이손 AIRUN은 신발 외부에 칼로리 측정 모듈이 부착

스마트 신발은 ICT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개

종류의 소재들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 결합된 형태의 소재이다. 최

되어 손쉽게 칼로리 측정이 가능한 신발을 개발하였다. 소비전력

념의 신발로, 신시장을 창출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근에는 그래핀, CNT 등의 나노 탄소소재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이 다소 높은 편이고 접촉식센서 사용으로 칼로리 측정값의 오차

는 융합기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복합소재 시장에서 단순히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섞인 복합소재

제품이다. 향후 헬스 케어 및 재활 분야의 신규 가치 창출이 가능

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신소재로 ‘복합’의 개념이

3L Labs의 Foot Logger는 인솔에 압력측정 센서를 삽입한 압

하므로, 제품 및 서비스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재정의되고 있다.

력센서 기반 스마트 깔창으로 무선충전이 가능하다. 3L Labs의

고 글로벌 신발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 선점

Foot Logger는 일반인들이 운동화에 넣어 신을 수 있는 인솔형

전략이 필요하다.

문제, 배터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소 남아있다.

탄소 기반 복합소재는 다양한 탄소 특성을 가짐으로써
이를 고분자, 금속 등의 다른 기능성 소재와 융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소재이다.

다기능 복합소재는 부품의 수와 재료 사용량을 줄여 최종 제품

이 중에서도 탄소 기반 복합소재는 탄소 고유의 특성인 금속대

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비 경량화 특성 외에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고강도, 난연성, 물질

최근에는 쇼와덴코, 미쓰비시 화학, 다우, 바이엘, 하니웰 등 글로

활동 측정기(Activity Tracker)로 압력센서 8개, 3축 가속도 센서

차단성(Barrier 특성), 내화학성, 투명성, 친환경성 등의 다양한 탄

벌 소재기업들과 LG, 삼성, 한화 등의 국내 대기업들이 탄소를 기

1개, 5만 보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내장되어 있어 개

소 특성을 가짐으로써 이를 고분자, 금속 등의 다른 기능성 소재와

반으로 한 다기능 복합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의 걸음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휠라코리아는 미세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발 EON을 개발
했다. 코인배터리 540mA용 3V, 전류/전압(최대 25V/80㎂)으로
하루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1년간 사용 가능하다. 60~80㎂의
전류를 일정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미세전류 발생기 형태이고 내

스마트 신발은 ICT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신발을 제공하고, u-Medical, u-Silver, u-Wellness
각 분야에 맞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기술 제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융합하여 한 가지 소재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소재이다.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응용분야

충격도는 150kg 이상, 케이스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루어
져 있다. 미세전류 발생에 대한 임상실험 데이터 보완이나 코인셀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명 문제 등의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다소 남아있다.

• 경량소재
• 절전소재

스마트 신발은 헬스 케어 분야 신사업 창출을 통한 신발산업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하지 관련
질병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U-헬스 서비스 기반

에너지
효율

• 공기정화(탈취)

• 항공우주

• 수처리
• 가스포집

부품 및 동체

• 자동차 부품 및 동체

환경

수송기기

을 둔 스마트 신발은 보행특성 분석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고기능성 신발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u-Medical, u-Silver, u-Wellness 각 분야에 맞춤정보를

선진국의 글로벌 신발업체들은 신발의 고기능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왔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기
능성을 앞세운 제품을 출시시켜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신발 시
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Nike나
Adidas 등은 획기적인 디자인의 고품질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주력해 왔으며, 세계 신발 업계에서 하이테크 기술을 선도하고 있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시장 규모도 매년 증가할 것

복합소재는 복합 혹은 융합의 특성에 따라 나노필러 복합소재,
하이브리드형 복합소재, 알로이형 복합소재 등 크게 세 가지로 구

• 타이어용

강화제

탄소소재
응용분야

강화용
첨가제

토목건축

• 콘크리트

보강제

• 철골 보강제

으로 예상된다.
제철제강

전기전지

• 전기로용

전극봉
• 제강 원료
• 내화 소재
자료: 세계태양광산업 전망, 한국수출입은행(2014)

• 투명전도성

소재

• 방열 소재
• 정전기 방지 소재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국내의 삼덕통상은 스마트 신발 관련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

산업정보분석실 유영복 (Tel: 02-3299-6050 e-mail: yybok@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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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신발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 엔진으로 성장 기대

제품으로의 상용화도 가능하다.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산업 가치사슬 흐름도

약 두 배 정도로 그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리라 예측된다.

넷째, 그래핀 등의 탄소 소재를 이용한 코팅 제품은 수분이나 다
C-소재

C-제품

양한 화학 용매, 화학 가스 등의 침투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여 식

PAN

탄소섬유

자동차

품포장재, 건축단열재, 전자기기 포장재 등으로의 제품화에 따른

석탄·석유

카본블랙
활성탄소

콜타르/PFO
피치/침상코크스

탄소섬유

항공기·로켓
풍력발전기
이차전지
커패시터

인조흑연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탄화수소가스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그래핀

Vol.5 Iss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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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필터
전기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 기반 다기능 부품소재 세계 시장은 2015년
약 33조 원에서 2025년 약 60조 원으로 10년 후
약 두 배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리라 예측된다.

폭넓은 고기능성 포장재 시장 창출도 가능하다.
다섯째, 포스코 등에서 개발 중인 나노 그래핀 프라이머에 의해
부식방지막이 형성된 강판 기술은 강판의 수명 향상이 기대되어
고신뢰성 내부식 고부가가치 강판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다.
여섯째, 그래핀, CNT 등의 고전도성, 방열 탄소 복합소재는 기
존의 고가 금속 소재를 대체하거나 사용량 감소를 통한 저가 대체

시장별 참고 자료 나타낸 바와 같이,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

소재로 사용되어 전자기 차폐, 방열 등의 다기능 자동차 전장부품

재 시장은 자동차용, 포장지용, 전자차폐 등의 전자재료용, 고내

및 디스플레이용 부품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다.

식 강판용 등 그 응용분야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경량 Barrier

이러한 여러 시장을 고려할 때,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세계

ESD 특성이 요구되는 고기능 필름 시장 그리고 방청 ESD 특성

시장은 2015년 33조 원에서 2025년 약 60조 원으로 10년 동안

이 요구되는 고내식 강판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

· PFO(Pyrolyze Fuel Oil) : 원유 정제시 잔유물로 나오는 열분해 원료유
· 피치(Pitch) : PFO, 콜타르 등을 증류시킨 뒤 나오는 검은 부산물
· 침상코크스(Needle Cokes) : 피치를 고온고압의 열처리 공정을 거쳐가공한 바늘 모양의 코크스
탄소 기반 다기능 탄소 복합소재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산업부 C-산업 발전방안 보고서(2012)

기능

분된다. 탄소 기반 복합소재는 최근 대부분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여 다양한 소재 간의 융복합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우수한 물

되고 있는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

성을 가진 탄소 기반 소재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물성을

다. 경량화·절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철강 제조 시 생성되는 탄

가진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나노기술(NT)이 발전됨에

소 폐기물(키쉬 그라파이트 등) 재활용, 희소 자원 절감 등을 통한

따라 분자 수준의 제어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탄소 기반 소재가

환경 보호, 수질 개선과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수처리 고도화 등의

등장하였으며 현재 여러 시장에 적용되고 있고 그 적용 범위가 점

분야에서 복합소재 수요가 확대되고 저변도 넓어질 전망이다. 일

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 소재기업들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에너지 문제 등 새로

다기능 복합소재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탄소 소재를 중심으

운 고객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

로 탄소 소재들이 핵심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장점 및 특성을 다

델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즉 최근 소재 산업 트렌드는 수요 산업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의 융·복합화에 그치지 않고 소재 관계사 또는 외부 소재 기업과의
협력 융복합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탄소 기반 복합소재는 탄소 고유의 특성인 금속대비 경량

2019

시장

2022

2023

2024

2025

53,075.3

57,200.5

61,646.4

66,437.9

71,601.8

77,167.0

171,160.0

177,430.0

183,810.0

190,520.0

197,340.0

204,490.0

211,970.0

포장재(베리어) 필름

25,598.0

26,750.0

27,953.0

29,211.0

30,526.0

31,900.0

33,335.0

전자부문 나노코팅

1,760.0

2,420.0

3,410.0

4,730.0

6,600.0

9,240.0

12,980.0

62,260.0

64,020.0

65,890.0

67,760.0

69,630.0

71,610.0

73,700.0

109,370.3

118,742.8

128,918.4

139,966.0

151,960.3

164,982.5

179,120.6

419,395.8

442,438.1

467,181.9

493,833.4

522,494.2

553,824.3

588,272.6

자동차용 플라스틱 시장

경량 Barrier
ESD

고기능 필름

방청 ESD

2021

49,247.5

경량 고강도

경량 전자파
차폐 방열

2020

EMI/RFI
고내식 강판코팅

전체

자료: 산업부 전략기획단 그래핀 미래선도 기획보고서(2012) 및 하기 시장자료, KISTI 재작성

화 특성 외에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고강도, 난연성, 물질차단성
(Barrier 특성), 내화학성, 투명성, 친환경성 등이 다기능 특성을 구
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창출이 가능하다.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세계 시장, 향후 10년 약 두 배
성장 전망

둘째, 복합소재용 탄소 소재 중 그래핀, CNT 나노 입자로 제조
및 분산 처리되면, 폴리머, 금속 등과 복합체화가 용이하며 나노 입
자에 의한 복합체의 고강도 발현뿐만 아니라 높은 전기전도성으로

지금까지 주요 소재인 금속, 화학, 세라믹 영역에서도 점진적 개

인한 정전기 방지(ESD), 전자파 차폐(EMI) 특성 구현이 가능하며

선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에는 한계점

치밀한 분자 구조로 인한 수분 등의 다양한 기체 차단 베리어 특성

으로 보인다. 금속제품은 충격에 강한 반면 무겁고 화학적 내성이

의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다.

약하며, 반면 화학제품은 가볍지만 금속만큼 강하지 않고, 대부분

셋째, 탄소 섬유, 카본 블랙 등의 탄소 소재를 이용한 복합소재

절연성을 가지는 한편, 세라믹제품은 내열성·내화성 및 강도가 우

는 가볍고 강하여 내구성 높은 자동차 및 항공 등 수송기기용 고강

수하나 성형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업 고도화에

도 자동차용 플라스틱 복합소재 제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

따른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재

비교적 쉬운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

들은 분명 기술적 한계를 보이므로, 이러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하

니라 다양한 전기적/열적 다기능 특성으로 인하여 대전방지(ESD)

다기능 탄소 복합소재 세부 제품별 시장별 참고 자료
기능
경량 고강도

자동차용 플라스틱 시장

Frost&Sullivan(2010), Golbal Automotive Under Hood Plastics Market

고기능 필름

BBC Research(2010), High-Performance Films

포장재(베리어) 필름

야노경제경구소(2011), “2011년 판 배리어포장재료 시장과 전망”, 일본 후지경제(2011),
“기능성고분자필름시장분석”

전자부문 나노코팅

BCC Research(2010), “Nanotechnology in Coatings and Adhesive Applications: Global
Markets”

EMI/RFI

BCC Research(2011), “EMI/RFI: Materials and Technologies”

고내식 강판코팅

통계청(2009), 광공업 통계자료

경량 Barrier ESD

경량 전자파
차폐 방열
방청 ESD

(단위 : 억 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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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료

탄소 기반 다기능 탄소 복합소재 세계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연평균성장률은 옆 그림과 같다.

을 강화하고 있다. 각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무기 복합

또한 2012년 10월에 발행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 소재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 내외

600,000

학, 미쓰비시 플라스틱, 타나베 미쓰비시 제약 등을 자회사로 둔

300,000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미쓰비시 화학 홀딩스는 협업 기능 강화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횡적 R&D를 통한 개발 전략이
바람직

200,000
100,000

10

▒ 강판용
▒ 전체

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미쓰비시 화학 홀딩스는 소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재부품 기술 트렌드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통적인 성장 방식

기술의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하여 스위스 쿼드런트(Quadrant)

이었던 종적 R&D 성장 방식을 벗어나 유기+무기+금속 소재 간의

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50:50의 조인트벤처(J/V) 회사를 설립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AGR(%)

그룹 내 계열사 혹은 외부 동종 소재기업들 간의 상호 연계(복합

였다. 쿼드런트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복합소재 등에서 세계 시

36,513

39,351

42,408

45,703

49,254

53,081

57,206

61,651

66,441

71,603

77,167

7.77

화)를 바탕으로 하는 횡적 R&D 전략으로 기업의 성장 방식이 변

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미쓰비시 플라스틱은 이미 보유하고 있

169,920 176,275 182,867 189,707 196,802 204,162 211,798 219,719 227,937 236,461 245,305

3.74

모하고 있다.

는 플라스틱, 금속, 탄소 섬유 기반의 기능성 소재와 쿼드런트의

52,310

55,020

57,870

60,868

64,021

67,337

70,825

74,494

78,352

82,411

86,680

5.18

이와 같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일본의 쇼

핵심 소재 간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탄소 기반 고기능 복합소재

78,713

85,459

92,782 100,734 109,367 118,739 128,915 139,963 151,958 164,981 179,120

8.57

와덴코(Showa Denko)와 미쓰비시 화학 홀딩스(Mitsubishi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참고: LGERI Report, 소재혁명 불

334,751 354,166 374,708 396,441 419,435 443,762 469,500 496,731 525,541 556,023 588,272

5.80

Chemical HD)를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일본의 전자소재 및 스페

지피는 복합소재(2010)).

탄소 기반 다기능 탄소 복합소재 국내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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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였다. 즉 사업마다 종적인 R&D에서 벗어나 횡적인 R&D

10,000

셜티 화학 분야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쇼와덴코는 2000년 이후부

혁신적인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개발은 소재산업 특성상

터 본격적인 혁신을 시도하면서 종합 화학기업보다는 개성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룹 내 소재 계열사

화학 기업(Unique Chemical Company)을 지향해왔다. 이를 위

및 외부 소재 기업들 간의 횡적인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할 경우 개

해 기존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무기+

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고, 개발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두 가

금속의 상호 연계(복합화)로 사업 조직 및 전략을 재정의하였다.

지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 계열사들 간의 횡적 R&D를 통한 탄

이는 탄소 기반 유기+무기 소재 기술의 상호 연계와 자신들의 소

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 개발 전략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사업을 위한 R&D를 강화

다. 이러한 R&D 전략을 통하여 기술 개발을 성공할 경우 기업 전

한다는 내용이다.

체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핵심 부품

8,000

한 예로 반도체 공정의 진보로 인해 요구되는 소재의 변화 흐

6,000

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그룹 내에 쇼와 하이폴리머(Showa

소재산업의 성장 기반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Hipolymer), 일본 폴리텍(Nippon Polytech) 등의 회사와 협력

4,000
2,000
0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

2023

2024

탄소 기반 다기능 복합소재를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

2025

2022

2023

2024

2025

730

787

848

914

985

1,061

1,144

1,233

1,329

1,432

1,543

7.77

▒ 필름용

3,398

3,525

3,657

3,794

3,936

4,083

4,236

4,394

4,559

4,729

4,906

3.74

▒ 전자재료용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734

5.18

▒ 강판용

1,574

1,709

1,855

2,014

2,187

2,375

2,578

2,799

3,039

3,299

3,582

8.57

▒ 전체

6,695

7,083

7,494

7,929

8,388

8,875

9,390

9,934

10,510

11,120

11,765

5.80

▒ 자동차용

중량 : 70톤
가격 : 2,340억원/대
• C-소재 중량 비중 : 25%

되며, 특히, 자동차용 다기능 복합소재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수

수 있다고 전망된다. 시장별 참고 자료 제시된 탄소 기반 다기능

요가 많아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매출 증대로 곧바로 이어질

복합소재의 분야별 현재 세계 시장, 예상되는 세계 시장 규모 및

슈퍼카(맥라렌 MP4-12C)

항공기(B787)

CAGR(%)

중량 : 1,300kg 이하
가격 : 3억원/대
• C-소재 중량 비중 : 10%

리튬전지(GM 볼트)

중량 : 180kg 이하
가격 : 0.1억원/대
• C-소재 중량 비중 : 15%

•

•

•

•

•

•

자료 : 산업부 C산업 발전방안 보고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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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재료용

와 함께 기술 개발 등의 복합화를 진행시켜 복합화학 기업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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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용

또 하나의 사례로서 매출 규모로 일본 최대 종합화학 기업인
미쓰비시 화학 홀딩스를 들 수 있다. 2005년 당시 미쓰비시 화

추정해보면 옆 그림과 같다.

400,000

▒ 자동차용

있다.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다기능 탄소 복합소재의 국내 시장 규모를

500,000

0

재료 등의 기능성 화학제품 분야를 목표로 공동연구 개발을 하고

IT융합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 기본구조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

주변환경

Environmental Model
and Local Map

Global Map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 시장
확산 기대

Local Path

산업정보분석실 김상국 (Tel: 02-3299-6294 e-mail: sgkim@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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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다섯 단계의 자동화 레벨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Research 시장보고서에서는 완성차 시장 측면에서 완전자율주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성능 카메라, 충돌 방지 장치 등 기술적

업체는 레벨 1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주차보조,

행 기능을 갖는 자율주행차 정식시판이 2020년 정도가 될 것으

과거에 소개된 미래형 자동차들이 차량 내 시스템들과 스마트폰

발전이 필요하며, 주행상황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는 주행상

차선이탈 방지시스템 등 레벨 2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큰

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세계 시장

을 연결해주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에 집중해온 반면, 최

황 인지·대응 기술이 필수적이다. 자율자동차의 최종 형태는 운전자

주목을 받고 있는 Google Car는 운전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 주요 지역인 북미, 서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2020년부

근 CES 2015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파킹 등 좀 더 진화된 자동차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이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도입은 단계적으

레벨 3이며, 레벨 4는 자동차 자동화의 궁극적 목표인 완전 자율주

터 2035년까지 연평균성장률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기술이 소개되었다.

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단계를 의미한다.

으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시장 점유

특히, 이 CES에 참가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NHTSA는 2020년이면 Google Car와 같은 레벨 3단계의 자동차

율이 2025년에 4%, 2030년에 41%, 2035년에 75% 수준까지

470여 개였고, 10여 개의 완성차 기업들의 전시 규모도 전년 대비

가 양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레벨 4의 자동차도 2025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Frost&Sullivan 보고서에 따르

17%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Forbes는 CES와 디트로이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성능 카메라, 충돌 방지 장치 등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고, 주행상황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는 주행상황 인지·대응 기술이 필수적이다.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2025년까지 620만 대의 자동차가 자율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은 매우 복잡하며 ICT 기술이 핵심기능

주행 기능(레벨 2~레벨 4 수준)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센서기술, 매핑기술, 인식/판단

대부분의 OEM 공급사들이 2017년까지 레벨 2 수준의 기능을,

기술, 그리고 통신기술로 구분된다. 센서기술에는 레이더, 다중비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

용성 등을 제공할 수 있는 ICT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ICT와 자동차

디오카메라, 전방감시적외선센서, GPS, 라이더(Lidar), 자이로스

망하였다.

와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코프 등 다양한 장비가 포함된다. 매핑기술은 거리, 출발지, 목적

모터쇼 등에서 공개된 첨단 자동차 기술들 중 2020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상위 10대 기술을 선정 발표하였다.
상위 10대 기술 중 8개는 운전자에게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유

스마트카 개념 등장으로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의 보급이

지, 기타 도로 상황 등을 나타내는 점과 선의 좌표로 형상화 하는
미국의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

기술이다. 인식/판단기술에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융합
하고, 이를 저장된 매핑과 비교하여 다른 차량, 교통제어장치, 보
행자나 장애물 등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SW 프
로세스가 포함된다. 통신기술에는 차량과 차량 간 통신인 V2V 통

자동차 자동화 레벨 정의 및 요구 기능
수준
Assisted

Semi

정의

Autonomous
(Fully-automated)

•

레벨1

기능중심 자동
(Function-specific Automation)

레벨2

조합기능 자동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

레벨3

제한 자율주행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레벨4

완전 자율주행
(Full Self-Driving Automation)

•

Automated
Highly

내용

자료: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Frost&Sullivan(2014), KISTI 재작성

•

•

Blind Spot Detection(BSD), Lane Keeping Assist(LKA), Adaptive
Cruise Control(ACC),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AEBS)을 지원하는 보조시스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functions을 지원하는
기능
자동차제어의 모든 측면이 자동화된 상태
운전자가 자동차 제어를 위한 선택할 수 있고, 일련의 명령들을 무효화
가능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대해 책임

완전자율주행차가 세계 시장의 주요 지역인 북미, 서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성장률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기술과 차량과 교통인프라 간 통신인 V2I 통신기술이 포함된다.
국내의 제한 및 완전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 관련 시장은 2020년

점차 자율주행 수준이 확대

1,509억 원, 2035년 261,794억 원 규모, 세계 시장은 2020년
6,390백만 달러, 2035년 490,500백만 달러 규모이며, CAGR

자율주행차의 본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레벨 2~4

4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준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으로 볼 수 있지만, 본
분석에서는 레벨 3~4 수준(제한 및 완전 자율기능)을 대상으로 하
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진화된 기능의 확산으로 치열할 전망

현재 자율주행차 시장은 레벨 1~2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자
동차가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3년 3분기 Navigant

아우디가 2016년에 자율주행차의 상업화 계획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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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

자료: CES 2015를 통해보는 2015년 ICT유망시장 분석, 이슈캐스트

제한 자율주행
(Self-driving Mode)
세계 시장

완전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합계
제한 자율주행
(Self-driving Mode)

국내 시장

완전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합계

2025

2030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SCC(Smart Cruise Control), LKAS (Lane

며, 증강현실 HUD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운전 시 필요한 주요

Keeping Assist System), BSD(Blind Spot Detection) 등을 인지

CAGR(%)

주행정보를 전면 윈드쉴드 글라스에 3차원 이미지 형태로 투영해

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SCC에 사용되는 레이더는
중장거리의 물체를 검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금속체만 감지할 수

2035

6,390

123,480

345,600

490,500

33.6

속도계, 주변위험 및 장애물 감지, 차선이탈 및 끼어들기 감지, 내
비게이션 안내 등 각종 주행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행

있고, 물체의 형상 등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66

31,416

310,926

629,904

84.2

안전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정밀 센서가 필요하지만, 국

6,456

154,896

656,526

1,120,404

41.0

1,493

28,852

80,753

114,610

33.6

15

7,341

72,651

147,183

84.2

1,509

36,193

153,404

261,794

41.0

자료: Autonomous Vehicles, Navigant Research(3Q. 2013) / Strategic Analysis of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Market for Automated Driving, Frost&Sullivan

하지만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차량 자신이 완전하게 주행할 수

내의 센서 원천기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대학과 연구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자

기관 등이 앞 다투어 자율주행 차량들을 개발 및 시연하고 있지만,

동차 시장에서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동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정작 주요한 센서들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술보다는 센
서기술 개발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의 확보 필요성

(2014) / 2011~12년 세계 자동차시장 현황, 독일자동차협회(2013) / 제한 및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예상판매단가는 각각 4,500달러와 6,600달러를 적용.
2015.7.31.일 기준 1달러 = 1,168원으로 환산(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규모의 2%를 적용).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및 부품업체 중심의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

ADAS의 개발이 진행되어 상용화 되고 있으며, ETRI,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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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면에, 벤츠가 2014년에 S와 E클래스 모델에 Distronic Plus
옵션을 처음으로 출시하였고, 주요업체 OEM 공급사들은 2014년
이후에 곧바로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미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는 모든 자율주행차들 중
에서 단지 2% 정도의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

와 같은 연구소 및 학교 중심의 선행연구 를 위한 실행가 능성

BMW, 벤츠, 도요타는 특정 차량 모델에서 제한 자율주
행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될 예정인 반면에,
아우디는 제한 자율주행 부문에서 시장 진입과 함께 관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easibility)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할 수
있는 제어기에 관해서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예상되
며,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다 저렴하고 최적화된 소형 ECU
로 자율주행기능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부품 업계에서는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하
여 미래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원천 기술인 카메라, 레이더 등 센싱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KATECH, ETRI, KETI에서는 자

자율주행은 결국 차량을 움직이는 기술이므로 제어기술이 필

율주행 자동차와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요한데, 주행해야 할 경로가 정확히 설정되고 차량의 측위 정확도

는 반면에, 다른 OEM 공급사들은 운전자 개입이 있는 자동차를

다. 이외에도 정부와 국내 상용차 기업에서 개최하는 자율주행 대

가 충분하다면, 차량을 제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국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실증이 많은 대학에서 활발

기술 수준도 해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자율주행 상용

히 연구되고 있다.

화를 위해서는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할 수 있는 제어기에 관해서

에도 벤츠와 구글은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동차를 출시하려고 하

렉서스의 첨단안전강화차량(Advanced Active Safety Research

볼보는 V2I의 기반이 완료될 때까지 완전 자율주행 부문에 대

Vehicle, AASRV)이 구글의 자율주행차와 많이 유사하게 보일수도

한 개발을 자제하고, 차량 자체에 모든 기능의 권한을 부여하는

자동차 위치 및 방향을 추정하는 측위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출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다 저

있겠지만, 도요타는 이 시스템을 운전자 개입이 없는 무인자동차

대신에 주변 환경과 차량 간의 상호 통신하는 자동차를 생산할

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지형정보계측용 및 해

렴하고 최적화된 소형 ECU로 자율주행기능이 구현되어야 할 것

에 탑재할 의도가 없고 단지 첨단안전강화차량으로서 이 시스템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항법용 DGPS(Differential GPS)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처음

이다. 또한 각종 센서와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플렉

부터 차량에 응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망이 아니라서 실시간성

스레이(Flexray)나 이더넷(Ethernet) 같은 고속통신이 지원되어야

개발할 계획이다. 볼보는 V2V 기반의 군집 및 상호협력주행 기능

BMW, 벤츠, 도요타는 특정 차량 모델에서 제한 자율주행기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주차 및 정보검색과 같은 첨단운전자

능과 유사한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될 예정인 반면에, 아우디는 제

(Real Time) 등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하고, 멀티코어 프로세서와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기반

한 자율주행 부문에서 시장 진입과 함께 관련 시장을 선도할 것으

202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ITS가 상용화 되면 모든 도로에 차

인 AUTOSAR 같은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며, 사람의

의 자율주행 기능을 확장하여 기존 안전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업체 OEM사들은 조합기능 자동(Semi-

량용 DGPS가 구축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신모듈의 솔

생명과 직결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26262와 같은 자동

자율주행 기능들은 ADAS 기능들에 대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automated) 시장 부분에 전체 투자 규모 중 엄청난 양인 80%

루션을 대부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중소기

차 기능 안전성 국제표준이 획득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철저하게 소비자 의존적인 선택사양 시스템

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제한 자율주행(Highly-

업들에게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ADAS의 소비자 수용비율은

automated) 부문에서 70%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

자동차 자동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위 OEM사들에 의해 훨씬 더 진화된 기능들이 확산될 것으로 전

전망된다.

망되고 있다.

아우디의 경우 레벨 4 수준의 자동화 상태에서 자동주차와 같은

전반적으로 독일 브랜드인 아우디, BMW, 벤츠, 그리고 폭스

첨단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인 반면에, 폭스바겐은 레벨 2 수준에

바겐은 자율주행 부문의 전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

서 임시적인 자율주행에 첨단 기능들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것으

요타와 폭스바겐은 그들 자체의 명품 브랜드인 렉서스와 아우디

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이후 발표된 교통체증보조, 자체기동,

의 혜택으로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Fully-automated) 부문

그리고 자동주차와 같은 기능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초보적인 수

에서 주요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의 기능으로 이해된다.

최근 CES 2015에서 현대기아차는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

2020

구분

을 높여주는 첨단주행보조시스템인 스마트 ADAS를 선보였으
(단위: 백만 달러,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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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및 완전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의 시장 규모 전망

신소재나노융합

나노여과막의 물질 분리

나노 여과막

Water

Monovalent
Ions

Multivalent
Ions

Viruses

Bacteria

Suspended
Solids

NF

최근 물 부족으로 정수처리
나노여과막 수요 증가

자료: http://www.kochmembrane.com/Learning-Center/Technologies.aspx

산업정보분석실 김경호(Tel: 02-3299-6010 e-mail: kimkho@kisti.re.kr)

나노여과막을 개발했다. 이 초박막은 1.7nm 보다 큰 분자를 포획

나노 여과막

분리 기술로, 나노여과에 사용되는 막은 1~10nm 크기의 입자나
분자를 분리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고분자막, 무기막(세라믹, 카본

써 액체로부터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막분리 공정을 말한다. 현

등) 및 하이브리드막(유기/무기)의 3가지 유형의 나노여과막이 개발

재 개발된 막분리 기술로는 정밀여과(Microfiltration, MF), 한외여

되었다. 나노여과막은 정수ㆍ폐수처리, 식품ㆍ음료수, 화학ㆍ석유화

과(Ultrafiltration, UF), 나노여과(Nanofiltration, NF), 역삼투여과

학, 제약ㆍ생의학, 금속가공, 농업, 섬유, 고형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Reverse Osmosis, RO), 기체분리(Gas Separation) 및 전기투석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나노여과막은, 음용수를 얻기 위한 정수기술의 수요 증가, 산
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재료의 재활용 필요성, 분리 및 정제를 위한

(Electrodialysis) 등이 있다.

저비용 멤브레인 공정의 점진적 확산, 유기용매 처리 분야에 나
노여과법의 침투 확대, 연구개발 활동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해

할 수 있다. 입자 크기, 표면 그룹의 유형 및 나노입자의 충전 기하
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MWCO(분획분자량)와 필
터 성능을 갖는 막을 제조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에너지연구센터는 Twente 대학,
Amsterdam 대학과 공동으로 고온에서 화학적 공격에
매우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HybSi라 불리는 혁신적인
세라믹막을 개발했다.

수요가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분리막과 제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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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란 액체를 다공성 매체(Porous Media)에 통과시킴으로

나노여과란 압력에 의해 구동되는 막을 사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정수ㆍ폐수처리, 식품, 금속가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억 원)

◁ ST Microscope
Ionic Range
Micrometers (µ)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olecular Range

0.001

◁ Optical Microscope

Macro Molecular Range

0.01

0.1

◁ Naked Eye

Micro Particle Range
1.0

10.0

네덜란드의 에너지연구센터(Energy Research Center)는

점차 향상된 기술의 개발 진행

격에 매우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HybSi라 불리는 혁신적인 세

Macro Particle Range
100.0

RELATIVE
SIZE OF
COMMON
MATERIALS

1000.0

Twente 대학, Amsterdam 대학과 공동으로 고온에서 화학적 공

나노여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압력에 의해 구동되는 막을 사

라믹막을 개발했다. 또 Cerahelix(Orono, Maine)는 2013년 4월

용하는 분리 공정이며, 저압 역삼투법(Low-pressure Reverse

30일 나선형 나노여과막에 대한 미국 특허(8,431,509)를 받았

Osmosis, LPRO)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노여과 필터는 약 0.001

다. 이 막은 활성탄소 섬유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액체 및 기

미크론 세공 크기를 갖고 있다. 나노여과는 대부분의 유기 분자, 거

체 분리에 사용되며 1nm 크기의 분자를 분리하는 데 매우 효과

의 모든 바이러스, 대부분의 천연 유기물질 및 다양한 염류를 제거

적이다. Nagare Membranes은 2013년 담수화 막 제조를 위해

한다. 나노여과막은 1가 이온(나트륨, 칼륨 등)은 통과시키지만, 2가

탄소나노튜브에 기반한 새로운 막 재료를 개발했다.

이온(칼슘, 마그네슘, 황산염, 인산염, 탄산염 등), 3가 이온(알루미
늄, 철 등) 및 그 이상의 이온들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NF는
경수(Hard Water)를 연수화(Softening)시키는 데 자주 사용된다.

정수 및 폐수 처리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

일반적으로, 나노여과는 액체 또는 가스상 배출물로부터 고형

MEMBRANE
SELECTION

REVERSE OSMOSIS

ULTRAFILTRATION

NANOFILTRATION

자료: http://www.filters-cartridges.com/Filtration-Separation-Spectrum.pdf

PARTICLE FILTRATION
MICROFILTRATION

분진, 액적, 설탕, 단백질, 염료, 다가 이온 및 미생물(바이러스,

세계 나노여과막 시장은 2014년 215백만 달러에서 CAGR

박테리아)을 분리하는 데 적용된다. 박테리아는 0.2~10μ 크기이

15.6%로 성장하여 2019년 445.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지만, 바이러스는 0.005~0.4μ 크기이다. 나노여과는 수계 및 비

된다. 응용 분야별로는 정수 및 폐수처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수계 배출물(헥산, 메탄올, 에탄올, 톨루엔 등) 모두의 처리에 적

하고 있으며, 2014년 160.8백만 달러(점유율 74.6%)에서 CAGR

합하다.

16.1%로 2019년 338.5백만 달러(점유율 76.0%)에 이를 것으로

최근 나노막 기술 개발을 보면, 2011년 7월 시카고 대학과 일리
노이 대학은 아르곤국립연구소 나노재료센터와 공동으로 초박막

예측된다. 그 다음 식품 및 음료 산업, 제약 및 생의학, 화학 및 석
유화학, 금속 가공의 순이다.

나노 여과막

나노여과란, 압력에 의해 구동되는 막(Membrane)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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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나노여과막

고분자 나노여과막 시장 예측

나노여과막 세계 및 국내 시장 규모
2014

2019

구조 유형

CAGR(%)

2019

CAGR(%)

세계 시장

215.6

445.1

15.6

193.1(93.7%)

401.5(94.0%)

15.8

국내 시장

7.3

14.9

15.6

중공사(Hollow fiber)

8.7(4.2%)

18.5(4.3%)

16.3

관형(Tubular)

3.5(1.7%)

6.0(1.4%)

11.4

자료: BCC Research(2014), Global Markets and Technologies for Nanofiltration, KISTI Market Report vol. 3, issue 10

평판형(Plate-and-frame)
합계

2014

2019

CAGR(%)

338.5(76.0%)

16.1

30.4(14.1%)

48.8(11.0%)

9.9

제약/생의학

9.3(4.3%)

22.7(5.1%)

19.5

화학/석유화학

8.0(3.7%)

24.3(5.5%)

24.9

금속가공

6.5(3.0%)

9.8(2.2%)

8.6

기타

0.6(0.3%)

1.0(0.2%)

10.8

합계

215.6(100%)

445.1(100%)

15.6

9개(24.3%), 아시아-태평양 4개(10.8%), 기타 지역 3개(8.1%)
이다. 이 37개 제조기업 중 28개(73.7%) 기업이 고분자막을 제

에서 점점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

조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은 Alfa Laval, Applied Membranes,

만 향후 10년 내에 나노여과 산업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부분이

Axeon Water Technologies, Evonik Industries, PurePro,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막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에는 Argonide, Hyflux, Pall
Corp., Pervatech 등이 있다.

자료: BCC Research(2014), Global Markets and Technologies for Nano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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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과장치 시장의 무역 규모 면에서 2011년 기준 한국은

재료별로는 고분자 NF 막이 2014년 현재 가장 큰 시장 점유율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95.6%)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도 지배적 제품이 될 것으

시장 규모가 2014년 약 7.3백만 달러로 추정되고, 또 2014~2019

로 예측된다. 이 시장은 2014년 말 206.1백만 달러에서 CAGR

년 세계 시장 성장률 15.6%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면 2019년엔

15.7%로 성장하여 2019년 말 427.3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14.9백만 달러로 예측된다.

측된다.

국내는 2008년을 기점으로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정수용 분리
막 개발을 시작하였다. 현재 정수처리용 분리막을 상업적 목적으
로 생산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코오
롱, 웅진케미칼, 효성, LG전자, 제일모직 등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노여과막 시장의 성장은 또한 새로운 응용 분야의 개발에 달

물 산업 이슈로 인해 더욱 성장할 가능성

고분자
무기소재
하이브리드
합계

최근 전 세계는 물 부족으로 인한 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

및 희토류 금속의 추출 및 회수, 휴대용 음용수 여과 시스템의 제

서 물산업과 정수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나노여

작, 환경보호를 위한 오일 및 그리스(Grease)의 분해와 리사이클

하고 있으며, CAGR 15.8%로 2019년 401.5 백만 달러(점유율

과 분야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새로운 형태, 기능 및 소재의 분리막

링, 폐액으로부터 황산염과 염화물의 제거 등에 나노여과막의 적

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 다음이 중공사, 관형, 평판형

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이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유기용매 나노여과막(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순이다.
2007년 이래로 세계적으로 나노여과막의 제조기업 수는 25개

(단위: 백만 달러)

2019

CAGR(%)

206.1(95.6%)

427.3(96.0%)

15.7

9.5(4.4%)

16.8(3.8%)

12.1

0.0(0.0%)

1.0(0.2%)

N/A

215.6(100.0%)

445.1(100.0%)

15.6

자료: BCC Research(2014), Global Markets and Technologies for Nanofiltration

오가스의 정제, 해양 동물로부터 콜라겐의 추출 및 분리, 귀금속

고분자막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것은 나권형 구조로,

나노여과막 재료별 세계 시장 예측
2014

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생에너지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바이

2014년 고분자 나노막 시장의 93.7%(193.1 백만 달러)를 차지

에서 37개로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는 미국 21개(56.8%), 유럽

재료 유형

최근 물산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나노여과막 시장은 과학계와 산업계에서 점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는 나노여과 산업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 에치투엘 등이 있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고분자 나노여과막 시장을 별도로 보면,

나노여과막의 세계 시장은 2014~2019년
CAGR 15.6%로 성장하여 2019년 445.1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시장은 2019년 15.4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Membranes)은 나노여과 시장의 한 부문으로서 과학계와 산업계

Toray Industries 등이다. 또 10개(26.3%) 기업은 무기 나노여

나노 여과막

식품/음료

10.2
15.7

(단위: 백만 달러)

160.8(74.6%)

정수/폐수처리

1.3(0.3%)
427.3(100%)

나노 여과막

재료 유형

0.8(0.4%)
206.1(100%)

자료: BCC Research(2014), Global Markets and Technologies for Nanofiltration

나노여과막 응용분야별 세계 시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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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권형(Spiral 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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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그린수송시스템
신사업 기회분석

자동차 전장화에 따라 센서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

자동차 센서

자동차 센서는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차량 내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센서는 2000년 대당 87개에서 2010년에는 대당 약
160개, 2015년에는 대당 2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전
장화에 따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BCC(2014)에 의하면 세계 자동차 센서 시장은 스마트카 및 그
린카 관련 센서들이 시장을 견인하여 2013년 162억 달러에서 연

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돌방지를 위한 전후방 물
체인식을 위해 초음파 센서에서 카메라비전 센서, 레이더 센서,
자동차 센서는 주요 기능이 통합화, 지능화, 초소형화 되는 추
세로서, 1세대 기계식 센서에서 2세대 MEMS 3)형 센서를 거쳐 3

자동차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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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세대 스마트 센서4)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센서 시장 규모는 스마트카, 그린카의 부상에
따른 자동차 전장화 가속화로 2013년 9,160억 원에서
매년 10.7%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1조 5,22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동차 센서의 적용은 엔진제어 부분에서 차체 자세 제어를 위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은 엔진, 변속기, 현가장치, 제동장치,

센서는 측정 대상물로부터 정보를 감지 또는 측정하여 전기적

한 ABS1), ESP2)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에어백을 비롯하여

조향장치 등 개별적인 시스템의 기능 향상에서 통합제어시스템

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자동차 센서는 기계, 전자, 통신, 제

초음파 센서, 레이더 등 충돌방지용 센서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편

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센서 성능도 다기능

어 기술들과 융합하여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의 및 쾌적함을 위한 공조제어와 조명제어 등에 필요한 센서 적용

화, 고성능화, 지능화, 융합화가 되어 하나의 칩 안에 CAN5)이나

국내 자동차 센서 시장은 2013년 9,160억 원에서 매년 10.7%

향상시킬 수 있는 전자제어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차량 내외부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LIN 6)과 같이 무선화, 네트워크 기능을 접목한 센서도 개발되고

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1조 5,22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

있다.

한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는 안전 및 배기량 등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와 차세대 센서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원, 자동차 전장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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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센서 세계 시장

(단위: 억 달러)

자동차 센서 국내 시장

(단위: 억 원)
CAGR 10.7%

CAGR 9.7%

16,000

300
258

250
200
150

162

178

195

214

235

15,227
13,756

14,000
12,000
10,000

9,160

10,140

11,225

12,426

8,000
6,000

100

4,000
50
0

2,000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Strategy Analytics(2013), BCC(2014), KISTI 재작성

자료 : Bosh

1) ABS(Antilock Braking System): 잠금방지 제동장치
2)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코너링, 가속, 제동 시 구동바퀴를 제어해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스템

자동차 센서

사업기회분석실 노현숙(Tel: 02-3299-6093 e-mail: hsroh@kisti.re.kr)

레이저레이더 센서 등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안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핵심부품, 자동차 센서

평균 9.7%로 성장하여 2018년 258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2018

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 Strategy Analytics(2013), BCC(2014), KISTI 재작성

3)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미세전자기계시스템)은 반도체 미세 공정기술을 활용해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기술
4) 다양한 센서를 통합하고 신호처리 기능을 부가한 센서(MEMS 센서 + ECU, 기능 융합, 통합화)로 그 예로 스마트 광학 센서는 광 센서, 광섬유 센서, 적외선 센서 등이 통합된 센서로 온도,
습도, 대기오염물질, 유해가스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가능
5) CAN(Controller Area Network): 자동차 안전시스템, 편의사양 시스템의 ECU 간 데이터 전송, 정보통신 시스템 및 엔터테인먼트 제어에 사용
6)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ECU와 능동 센서 및 능동 액츄에이터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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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장화 가속화로
센서 시장 확대

센서 종류로는 압력 센서와 회전 및 위치 파악을 위한 자기 센

자동차 영역별 센서 시장 영역별 성장률

(단위: %)

자동차 센서 시장 성장률

(단위: %)

자동차 센서 시장의 신사업 기회 분석
Policy

49.0
17.2

인포
테인먼트

10.4

7.9

7.5

5.2

5.0

안전

보디

보안

섀시

파워
트레인

HEV컨트롤
Society

자료 : Strategy Analytics(2013), KISTI 재작성

Market

스마트키와 그린카 시장 성장

- 안전 관련 법규 강화
ABS(Antilock Braking System),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 배기가스 규제 강화
- 차세대 센서 국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

23.9

EV컨트롤

자동차 안전 법규 및 환경 규제 강화

자료 : Strategy Analytics(2013), KISTI 재작성

율 증대7), MEMS 기반의 고성능 저가 센서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Tamakawa Seiki 등 반도체 및 전문 센서 업체들도 자동차 센서

있다. 적용 분야별로는 인포테인먼트, 안전, 보디 부문과 파워트

시장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다.

안전, 편의성, 주행성 주시

- 스마트카와 그린카 시장 성장이 센서시장 견인
- 차세대 안전 시스템 적용확대와 센서 가격 하락으로
내외부환경 인지용 센서 수요 증가
- 기술진입장벽이 높아 해외 선도업체가 시장 독과점
Technology

- 고객의 차량 구매기준 변화
(안전, 편의성, 주행성 중시)
- 고령 및 여성 운전자 증가로 능동안전시스템 수요
증가

MEMS 기반 고성능저비용 시스템
- 자동차 전장화 가속
자동차 반도체 발전, 기술 접목
- 지능형, 친환경, 정보통신 기능 강화
- MEMS 기반의 고성능 저비용 시스템 개발

레인 내 전기차/하이브리드 컨트롤 부분에서의 센서 시장 성장률
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카의 연결성, 능동형 안전

기가스 온도측정 센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오토전자는 온도, 일

성, 고연비 효율로 변화하면서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인 스마트카

시스템의 기능이 강화되고 친환경 그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사량 센서 등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고안전 지능형 자동차)와 친환경 그린카가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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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기 위해 IT 반도체, 통신 등 전자기술과 융합되는 추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세계 자동차 센서 시장 과점

그린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부품인 센서 시장도 부상
하고 있다.
자동차 센서 사업화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 강도는 다음 그림과

세계 자동차 센서 시장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시스템 공

국내 자동차 센서 시장은 수입 제품이 주도하고 있어 국내 업

급자(Tier 1)인 Bosch, Denso 등 종합부품업체들이 과점하고 있

체의 시장 점유율은 23%에 불과하며, 안전 관련 고신뢰성이 필

으며 차세대 기술인 MEMS형 센서는 Bosch, Denso, Panasonic,

요한 MEMS 센서의 경우 전량 해외 수입을 통하여 조달하거나

Freescale, Sensata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

관련 소자를 수입하여 패키징하는 수준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하고 있다. 대형 종합부품업체 이외 Kavlico, Sensornor, GE,

국내 시장은 보쉬, 케피코, 비에스이, 인지콘트롤스, 코리아 델

Melexis, MIS, VTI, Hitachi, Murata 등이 자동차 센서 OEM

파이 등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만도와 모비스는 레이더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Freescale, Sensata, Murata Oy,

센서 국산화를 진행하여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다. 태성전자는 배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동차의 편의성, 안전성, 친환경성에 대한

정부의 자동차 안전법규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
소비자의 편의성, 신뢰성, 안전성 추구, 반도체 및
MEMS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성능 저비용 시스템
개발은 센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는 강한 편이며, 정부에서도 ABS, TPMS 등 안전 시
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부
응하는 자동차 센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장부품의
원가 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전장부품의 원가 경쟁력이 완성

자동차 센서 시장의 주요 요인 분석

자동차 센서 시장의 주요 이슈는 정부의 자동차 안전법규 및 배
자동차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 현황

사회적 요구
5

기가스 규제 강화, 소비자의 자동차 편의성, 신뢰성 및 안전성에

자동차 센서 국내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톤, %)

(단위: 톤, %

대한 욕구 증대, 반도체 및 MEMS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성능

4

저비용 시스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최근 차량에 적용되는 센서의 종류와 개수가 증가하면서 높은

국내기업

센서 가격으로 센서의 소형화와 저가격화, 기능의 통합화가 요구

(23%)

(30%)

2013년
(100%)

2013년
(100%)

3
2

시장 진입
용이성

정책지원
정도

1
0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도체 미세공정을 활용하여 초소형 정밀
기계를 제작하는 공정인 MEMS형 센서의 개발 및 적용이 확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센서를 생산할 경우 소형화 및 대량생산으

보쉬(독), 덴소(일), 파나소닉(일),
프리스케일(미),센사타(미)
(70%)
자료 : iSpply(2013), 월간 미래산업 자동차부품(2013), KISTI 재작성

보쉬 등

로 인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해외선도업체

시장 확대 가능성

(77%)
자료 : iSpply(2013), 월간 미래산업 자동차부품(2013), KISTI 재작성

센서 사업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천 기술 필요

트렌드부합성

자료: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KISTI 작성
주요 요인 분석의 항목에 대한 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정성적 평가

7) 2013년 자동차의 전장부품 비율은 35%로 과거 10년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0년 이후에는 50%를 넘어설 전망(Strategies Analytics)

자동차의 경쟁 요소가 주행 성능, 내구성에서 운행 안전, 편의

ㅤㅤ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보통, 4점: 높음, 5점: 매우 높음)

자동차 센서

세가 가속화되고 전장부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카와

자동차 센서 시장의 주요 이슈 및 사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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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센서

는 것에 기인한다.

세계 자동차 센서 시장은 소수의 선도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센서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3%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기회분석

차의 원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자동차 센서는 전장부품의

따라서 확립된 가치사슬 체계에 부합되도록 상위 벤더와의 보조

정밀도와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므로 국내 미래형 자동차

를 맞추는 기술개발 및 상품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센서의 국산

히, 제품개발에서는 목표로 하는 자동차 및 모듈의 요구사항을 먼저

화가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R&D 과제, 연구시설 및 시험, 평가 장

확보해야 하므로 완성차 업체 및 Tier 1 업체와의 네트워킹 확보를

비 지원,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자동

통한 업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8) 자동차 센서는 고신

차 센서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다.

뢰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재료 및 제품의 설계를 비롯하여 최종
적인 시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품질/경영 시스템 측면에서의 인프라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종이므로 중소기업이 하위 벤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
기업형 산업이다.9) 센서 및 전자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용 이차전지

이 신규로 자동차 센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품

19세기 중반 납축전기를 시작으로 하여, 휴대전자기기의 급속
한 보급과 함께 시장을 주도한 니켈 수소전지가 최근에는 에너지

을 전자화 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센서를 추가하는 것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용 중대형 이차
전지 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도 되는 고압 센서, 온습도 복합 센서 등을 선택하여, 핵심부품인

및 에너지 불균형, 대기환경오염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외에도 강력한 후발 주자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장 진입의 용

감시소자부 신호처리칩을 수급, 패키징 및 보정하는 일련의 과정

의 법적 규제 강화와 고객의 관심 증대로 인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이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미래형 자동차 경쟁력 강화와 센서 사업

을 거쳐 자동차 신뢰성 시험 및 실차 적용 시험 등을 통해 센서의

분야이다. 이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는 달리, 전기를

진출을 위해서는 차세대 센서 원천 기술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조 과정, 필요조건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정

저장했다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이다. 이차전지는 4대 핵심소재

M&A, JV 등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센서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등과 공동개발을 통해 감지 소자부 및 신호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양/음

필요가 있다. 자동차 센서 시장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사

처리칩 기술의 내재화, 가격경쟁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

극 소재의 전압 차이를 통해 전기를 저장하고 발생한다.

슬 체계상의 자리매김, 자동차 산업의 이해도와 경험 등이 필요한

가 있다.

저장밀도와 가격 경쟁력, 경량화, 소형화, 안정성을 확보한 리튬
이차전지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이차전지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용과 풍력,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하는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산업이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중대형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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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작동원리

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중형 이차전지
와 풍력,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하는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
방전 시

는 에너지저장용 대형이차전지로 구분이 된다. 자동차 탄소세 부

방전

과 정책 등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 요구 확대와 신재생 열에너지
음극

양극

이용의 의무화 정책 확대와 대용량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
까지 이차전지는 주로 휴대폰 등 모바일 IT 기기의 전원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 자동차용 및 에너지 저장용 등의 용도로 확대되는
중이다. 향후 리튬 이차전지 시장에서 소형 IT용 이차전지 비중은

전해질

분리막

2013년 70%, 2014년 64%, 2015년 56%로 낮아질 것으로 예
상되며, 2020년에는 2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전 시

충전

중대형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성장기에 접어든 이차전지 산업
이차전지는 다른 대규모 조립 산업에 비해 소재와 완제품 관계가
훨씬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이다. 이 중에서 중대형 이차전지는 소
8) 오토닉스, GE 센싱 등은 현대모비스와의 네트워킹 확보를 통하여 시장에 진입.
9) 개별 센서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제조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며, 내구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자동차 사양에 맞추어 플라스틱 사출 및 메탈 하우징, PCB 어셈블리와 와이어링
부분이 공통되는 공정기술로 중소기업 담당영역. 이미지 센서, 레이다 센서 전기자동차용 센서 등 시스템 응용에 적합한 복합형 센서의 경우 대기업에 적합한 품목이며, 관성 센서, 유량
센서, 가스 센서, 레벨 센서, 온도 센서, 각도 센서, 토크 센서 IR 센서, 엔진/TM 관련 센서는 중소기업에서 접근가능한 분야.

이온

형전지와 비교하여 다양한 소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중대형 이차전
지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며, 전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자료 :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2010)

미치고 있다. 특히, 전방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전력저장, 로봇 등

중대형 이차전지

자동차 센서

사업기회분석실 김찬호 (Tel: 02-3299-6170 e-mail: chkim@kisti.re.kr)

로 다른 센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센서 중 난이도가 중간 정
자동차 센서 시장은 원천 특허권을 보유하고있는 Bosch, De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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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센서는 표준화 공용화가 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모델별

친환경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로 시장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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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자동차 경쟁력 강화와 센서 사업 진출을 위해
차세대 센서 원천 기술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M&A, JV 등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센서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이차전지

이차전지 에너지저장 밀도 비교

중대형 이차전지의 세계 및 국내 시장 규모

노트북, 휴대폰

세계 시장
리튬이온전지

워크맨, 카메라

국내 시장

납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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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l

자 간에 양방향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26

23

자료: B3(2014) 자료를 토대로 KISTI 재작성(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의 10% 가정).

또한 기존의 전력망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
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어 이차전지 개발 여부가 전방산업의 존폐

로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 자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로 대

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대형 이차전지의 발전은 후방산업인 부

동차의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던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충

변되는 21세기 에너지 혁명의 핵심 역할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

품·소재 산업 및 생산설비 산업의 동반 성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전 인프라 구축 문제 등이 해결되기 시작함에 따라 수요가 빠르

서 리튬 이차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특징에 따라 소재-전지-완제품 단계별로 기존 기업 간

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저장용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와 국제 기업의 신규 사업 참여가

전기자동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차전지의 수요도

2014년 7억 달러에서 2018년 40억 달러로 연평균 42%로 급성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산업에 있어 전지-완성차 업계 간 Joint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한 대에 사용

장할 전망이며,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수요보다 더욱 빠른 성장

Venture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AGR(%)

를 제치고 친환경 차량(xEV)용 배터리 시장에서 30.4%로 점유
율 1위를 차지했다.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분야에서 LG화학이 30.4%,
에너지 저장용(ESS) 이차전지에서는 삼성 SDI가
2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되는 이차전지 용량과 가격은 노트북 1,000배, 핸드폰에 5,000

세를 나타낸다. 2000년 국내에서 리튬 이차전지를 최초로 양산

배에 이르러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성장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

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중대형 이차전지 국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대략 세계 시장의 10% 정도로 2014년 6,730억 원에서

또한 중대형 이차전지 중 에너지 저장용(ESS) 리튬 이차전지 시

일본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B3(2014)에 따르면 2014년 약 59억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2018년까지 매년 23.0%의 성장률

장 점유율은 삼성SDI가 시장 점유율 23.6%로 LG화학 20.0%,

달러 규모의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23.0% 증가

을 보이면서 약 1조 9,223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

중국 비야드 15.2%, 프랑스 샤프트 8.5% 일본 도시바 4.1% 등

하여 2018년에는 167.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

고 있다.

을 제치고 1위를 하는 등 국내 업체가 세계시장 정상을 놓고 엎치

세계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등
의 중대형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새로운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2014년 52억 달러에서 2018년 127.8억 달러

2014년 중대형 이차전지 세계 시장 규모는
59.0억 달러이며 2018년에는 약 2.7배 가까이 확대되어
167.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락뒤치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SDI, LG화학 이외에 SK이노베이션 등이 중대형 이차전지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

완성 전지업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엘
엔에프, 휘닉스소재, 한화케미칼 등이 중대형 이차전지용 소재인

세계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1991년 일본 소니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20년 이상 일본 업체들의 독주가 이어졌다. 그러
이차전지 용도
용도

소형

IT제품

현재 리튬 이차전지 대표적인 사용처
- 장시간 연속 사용과 소형, 경량화가 관건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
고출력(노트북용 전지의 50배), 내구성(15년 이상 수명), 안정성(폭발위험 해소)이 필수 조건
고에너지밀도 슈퍼캐퍼시티 개발 및 적용

대형

화 등이 음극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나 2000년 중반 이후 한국 업체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엔고/엔

구분

중형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GS 칼텍스, 포스코컴텍, 애경유

에너지 저장

주요 특징

풍력,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저장
- 고정형이므로 자동차처럼 엄격한 요구 조건이 불필요
래독스 플로우(Redox Flow, NaS(Sodi-um-Sulfuide) 전지 등 대형전지, 분산정원용 대형 시스템

자료 : 지식경제부/한국전지연구조합, 삼성 SDI, 삼성경제연구소, KISTI 재작성

저 상황 속에서 가격경쟁력 확보, 주요 고객이자 계열사인 삼성전
자, LC전자의 성장 등을 통해 일본 업체들을 넘어서기 시작하였

저가격화, 고성능화가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의 주요 이슈

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에서 LG화학, 삼성 SDI 등 한국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

중대형 이차전지는 다른 대규모 조립산업에 비해 소재-완제품

을 나타내고 있다. LG화학은 GM, 포드, 현대기아차, 르노 등을 포

관계가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차전지

함한 10여 개 회사와 전기자동차용 중대형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했

4대 핵심소재 중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은 이차전지 제조에만

고, 삼성 SDI는 BMW, 폭스바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을 주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재산업 발전에 전

도하고 있다.

지업체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전

세계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2014년 LG화학이

지업체인 산요는 양극재 제조 중소업체인 니치아와 소재기술 개

일본 AESC(일본 닛산 NEC 합작사)의 25.8%, 삼성 SDI 19.1%

발 협력 및 구매 확약으로 니치아의 세계시장 점유율(‘09년 기준

중대형 이차전지

HEV(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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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용도

27
Vol.5 Issue 8

300

Lighter →

구분

(단위 : 억 달러, 억 원)

과 정책 등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축 요구,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단위: %)

의무 정책 확대 등으로, 이에 따른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의 신사업 기회 분석
Policy

급격한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G화학
(30.4%)

- 자동차 탄소세 부과정책 등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축
요구 확대
- 신재생 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 (2015)

원가를 낮추고 핵심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대형 이차전지 사용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2012년
(100%)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모델 구축, 신소재 R&D 개발 및 이차전

Society

지에 사용되는 자원의 확보 노력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Others
(50.5%)

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재 및 핵심 기술은 선진국 대비
30~40% 수준으로 일본 업체와 경쟁을 위해선 소재 분야의 국산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확대
- 시장 규모 지속적 증가(CAGR:23.0%)
- 소형 IT용 이차전지 비중 2020년 29%로 급감 전망
- 제조 단가와 핵심 부품의 성능 개선

Technology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식 확대
-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하나로 인식된 이차전지
-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자원의 일부 국가 편중
- 응용 기술개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 구축

특히, 세계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국내 전지 제조 기술
삼성SDI
(19.1%)

Market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

핵심 부품의 R&D 확대
- 세계 1위의 전지제조 기술 및 시장 점유율
- 부품 소재의 국산화 기술요구 (국산화율 20% 미만)
- 다양한 신소재 개발과 자원 확보노력 필요

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
으며, 리튬 이차전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일본 업체에 종속도는

자료: B3(2014)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산업 Value Chain

대형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위해선 제조 단가를 낮추고 핵심 부품
전해물질

전지는 소형전지와 비교하여 다양한 소재가 필요한데, 중대형 이

차 원가 중 리튬 이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3%로 내연기

차전지의 저가격화, 고성능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국산

관차 대비 가격이 비싼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

화 노력과 아울러서 전지업체인 대기업과 소재 기업인 중소기업

가 비중이 높은 리튬 이차전지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제고하는

제일모직
테크노세미켐
소디프신소재
카보닉스
일진소재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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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업체들에 위협 요인이 되는 실정이다.

급격한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고 핵심부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업체와 경쟁을
위해서는 소재 분야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개발 사업은 이차전지 기술
의 확보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차용, ESS용 등 이차전지의
신규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선점에 긍정
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대형 이
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은 혁신제품형 기술개발은 물론 중대형 이차
전지 국가 전략로드맵과 비리튬계 이차전지 사업화 전략연구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중대형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연구 개발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의 주요 이슈는 크게 자동차 탄소세 부

을 위한 정책적 토양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추이
업체

(단위 : 백만 달러)

2012
판매량

2013
M/S

판매량

2014
M/S

판매량

M/S

삼성SDI

37.0

12.9%

84.5

16.6%

183.7

23.6%

LG화학

6.6

2.3%

45.1

8.9%

155.6

20.0%

BYD

84.0

29.3%

123.7

24.4%

117.9

15.2%

SaFT

8.5

3.0%

32.3

6.4%

66.3

8.5%

Toshiba

0.2

0.1%

25.6

5.0%

32.0

4.1%

NEC

8.6

3.0%

12.2

2.4%

28.1

3.6%

A123

46.5

16.2%

2.0

0.4%

3.3

0.4%

자료: B3(2014)

현대/기아

파나소닉 / 소니
BYD / MBI

삼성전자

벤츠

모토롤라

베이징자동차그룹

SK이노베이션

소니에릭슨

콘티넨탈

LG전자
삼성SDI
LG화학

장비

소디프신소재
포스코켐텍
일진소재산업
LS전선

에스에프에이
넥스콘테크놀로지
셀트론
태경테크놀로지
한림포스텍
원아텍
썬텍
나래나노텍

히타치화학
니폰카본
BTR 에너지
JFE 화학

Asada Iron Work
Sumimoto
NEC
Kataoka

분리막

Asahk Kasei
Tonen
Celgard
Exxon Mobile
Ube Industries

노키아
셀제조

미쓰비시 화학
Ube Industries
Stella Chemifa
Kanto Denka

나치아
유미코아
Toda Kygyo
Sumimoto Metal
Tanaka 화학
니폰 화학
Mining

SK에너지
시에스텍
한화석유화학
도레이새한

휴대폰

음극재료

하이브리드카
수혜 예상

델파이

자동차

마힌드라

BMW

크라이슬러

현대/기아

이튼

르노

장안기차

CT&T

볼보

GM

포드

노트북
HP
DELL
ACER

자료: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은 후방산업인 부품·소재 산업 및 생산설비 산업의 동반 성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중대형 이차전지 사업화 주요 요인들의 영향
력 강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높

산업규모 및 현재 시장 현황으로 판단 시 중대형 이차전지 제

아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이차전지의

조는 주로 대기업, 그리고 부품·소재는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할

사회적 요구는 강한 편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대형 이차전지 발전

하고자 하는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중대형 이차전지

양극재료
한국유미코아
에코프로
L&F 신소재
새한미디어
대정화금
이엔켐
삼아알미늄
제이스켐
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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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전기차 협회에 따르면 전기

25%)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대형 이차

첨단그린도시
신사업 기회분석
을 예상할 수 있다. 소형 IT용 이차전지의 비중이 2015년 56%에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4년 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서 2020년에는 29%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의 가격을 50% 이상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 확대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G화학, 삼성SDI,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소·중견 기업은 이차전지 전

SK이노베이션 등의 완성 전지업체들의 전지제조 기술 능력이 높

체 부가가치의 45%를 차지하는 소재산업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고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트

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차전지

렌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완성 전지업체들의 경쟁력

재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는 중대형 이차전지

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이차전지 소재업체들의 경쟁력은 미흡한

용량 확대와 원가 절감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저가격화, 고

상황이다.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핵심 소

성능화에 부응하기 위해 고가의 코발트 사용을 최소화한 다성분

재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계 양극재, 대용량, 고안정성, 긴 수명의 신소재 양극재가 요구되

최근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인프라 및 투자는

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이 신사업 발굴을 통한 신시장 진입에 좋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미약한 상황으로 보다 싸고, 높은 출력을 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시티와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 확대 기대

사업기회분석실 박영욱(Tel: 02-3299-6279 e-mail: ywpark@kisti.re.kr)

지며, 오랜 사용에도 안정적인 구조를 충족할 수 있는 중대형 이

주변 상황에 따라 조도 및 동작이 제어되는 스마트 가로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3~4년 내에 중대형 이차전지의 가격을 50% 이상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형 이차전지

는 기술적인 차별화와 아울러 궁극적으로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의 주요 요인 분석

4

30

시장 진입
용이성

로의 모든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한편, 2020년까지 스마트

을 감지하여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이 제어되는 가로등1)

가로등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스마트 가

을 말한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이 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

로등을 설치하면 전기에너지는 80%, 관리 비용은 50%까지 줄

려면 조명 기술뿐만 아니라 센서 기술, 네트워크 기술, 지능형 관제

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차전지 소재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며,

시스템은 관리 모듈의 위치에 따라 중앙관제, 분전함, 개별등으로
구분되고, 통신 기술은 활용된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RF(Radio

하기에는 큰 애로점이 존재한다. 기술개발 후 완제품을 만들어 대

2

기업에 납품하는 현재 구조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위험요

정책지원
정도

1

인이 너무 많아 우수한 제품 개발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소재 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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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경우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이며,

트렌드부합성

스마트 가로등에는 디밍시스템과 통신 기술이 적용된다. 디밍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비용을 감당

3

시장 확대 가능성

스마트 가로등은 가로등 주변의 밝기, 차량 및 사람의 움직임 등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요구
5

시는 시청 주변 세종대로와 무교로에 스마트 가로등을 시범 설치
하여 60%의 전기에너지를 절약하였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도

스마트 가로등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이 제어되는 가로등으로
전기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Frequencey), PLC(Power Line Communication), Cellular로
구분한다. 디밍시스템은 중앙관제 방식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
이고, 통신 기술은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환경 및 확장 가능성을 고
려하여 선택 적용된다. 디밍시스템은 기존 가로등에도 적용이 가

일본 경쟁력의 원천은 소재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 때문이다. 제

능한 반면, 통신 기술의 경우 LED 모듈 및 가로등 시스템 전반에

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새롭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어 기술 또는 IoT 기술을 갖춘 중소

인력 및 비용 지원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 구축 전략이

미국의 샌디에이고시는 2014년에 3,000개의 스마트 가로등을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하여 연간 25.4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서울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모델이 세계 시장에서 국내
자료: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KISTI 작성

기업의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하

주요 요인 분석의 항목에 대한 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정성적 평가

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ㅤㅤ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보통, 4점: 높음, 5점: 매우 높음)

기존 가로등과 스마트 가로등 비교
구분
광원

이차전지 제조 및 부가가치 창출 과정
공정

구성요소

부가가치

(단위 : 백만 달러)

원자재

1차 가공 원료

소재

전지

리튬, 코발트 등

탄산리튬, 황산코발트 등

양극재

소형

흑연

흑연, 저온탄소 등

음극재

모바일·IT용

리튬, 석유

리튬액, 용매, 첨가제

전해질

중·대형

석유

부직포, 폴리올레핀 등

분리막

전기차·에너지저장용

10%

5%

45%

40%

구성 기술

특징

기존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

고압나트륨등, 메탈헬라이드램프, LED

LED

조명기술, Timer(일일 시간대별 조명 동작)

조명기술, Astronomical Timer(계절 및 일일 시간대별
조명 동작), 광 및 모션 센서, 디밍(Dimming)2) 기술,
네트워크 기술, 지능형 관제 기술

- 수동방식의 조명에너지 절약
- 시간대별 조명 On/Off

- 능동방식의 조명에너지 절약
- 주변의 밝기 및 움직임을 감지하여 조도 조절
- 향후 가로등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로
빅데이터를 구축, 보안 및 교통 정보 활용 가능

1) 스마트 가로등은 이것을 운용하기 위한 외부의 통신 및 제어 모듈이 필요하므로 엄밀하게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보안등도 포함
2) 교통상황 및 심야 시간대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

스마트 가로등

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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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지 소재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시

시장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 3)이다.

샌디에이고 시의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례

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필립스는 통신기업인 에릭슨(Ericsson)
과 협력하여 커넥티드 가로등을 선보였다(2014). 이 제품은 스마
트 가로등에 무선중계기를 결합하여 통신사의 모바일 데이터 트

스마트 가로등 시장 다양한 업체가 진입 시도

B

A : Node - 가로등 위쪽에 설치된 노드는 데이터를 수집, 전송
B : Gateway -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로등의 전기사용량과 성능 정보를 전송
C : Server - 보안성이 유지된 클라우드 서버로 정보를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D : Web service - 가로등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하고, 개별 가로등을 제어

스마트 가로등

자료: www.gerepo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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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는 2010년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3~4년 전

스마트 가로등을 구축하기 위한 밸류체인상에서의 참여 업체

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시장

들은 3개 부문(LED 광원 → 조명기구 → 스마트 가로등)으로 구

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

분할 수 있다. 스마트 가로등 기술이 적용된 LED 생산 업체는 브

문이다. LED와 조명기구 업체 대부분은 조명산업에 속한 기업이

리지럭스(Bridgelux), 크리(Cree) 등이 있으며, 한국의 중견기업

지만, 제어장치를 만드는 기업 중에는 신제품을 통해 스마트 가

인 서울반도체가 포함된다. 서울반도체는 2년 전 중국 양저우 시

로등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텔리코는 2009년에 설립되어

에 디밍 기술이 적용된 아크리치 모듈 공급을 통해 중국 시장에

에너지 검침 장치 제조 및 전력망 관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구축

진출하였다. 조명기구 업체로는 아큐이티(Acuity), 허벨라이팅

하는 기업으로 citylight가 대표 제품이다. 중국의 앤드산은 LED

(Hubbell Lighting) 등이 유명하고,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

조명기구를 만드는 기업으로 2014년에 마카오 국제환경포럼에서

한 제어장치 및 통합 기술을 갖춘 업체로서 에셜론(Echelon), 필

자사의 휴대형 스마트 가로등 제어장치를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립스, 슈나이더 전자, GE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있다. 최근의 중국 제품은 과거 값이 싸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반적으로 GE조명과 필립스처럼 LED 개발 능력과 투자 여력

서서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LED칩과 컨버터, 조

이 큰 기업은 스마트 가로등 시장까지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반

명기구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값이 싸면서 기술력이

면, 중소기업은 각각의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 향후 스마트 가로등 시장에서 경쟁 국

활동하는 양상이다.

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LED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은 다수 있지만

부터 가로등과 보안등에 디밍기술을 적용하였다.
ABI Researc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스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인 제어 장치를 직접 생산하거나 스마트 가

마트 가로등은 2014년 기준 2백만 개로 향후 5년간 매년 8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시스템 구축 비용과 가로등의
평균 단가를 고려하면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6.5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6억 달러로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
대된다. 설치 대수와 금액에서 성장률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스마
트 가로등의 주요 광원인 LED 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6.5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6억 달러가 될 전망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4년 561억 원에서 2018년에는 1,081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제어장치 및 통합 기술을
갖춘 업체로서 에셜론(Echelon), 필립스, 슈나이더 전자,
GE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한국조명협동조합은 시장 규모를 2014년에

에셜론은 옥외조명, 빌딩자동화, 교통통제 솔루션 기업으로 자
사의 네트워크 기술을 강점으로 삼아 파리, 베이징, 오슬로, 퀘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시장은 가로등뿐만 아니라 골목길

한편 스마트 가로등은 정부나 지자체의 도시 인프라 사업에 속

벡 등 세계 여러 도시 및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2012)에

또는 주택가에 설치되는 보안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광주

하므로 LED 보급률이 70~80%에 이르는 2022년부터는 세계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술을 통신에 접목하여 운

(단위: 억 달러)

스마트 가로등 국내 시장 규모

CAGR 25%

(단위: 억 원)
CAGR 18%

16
6.5

1,081

을 구현하였으며 서울시 일부 도로에 2016년까지 45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13년에 의정부시에 자사의 스마트 조명

스마트시티 구현, 기술 발달 등으로 스마트 가로등 시장 성
장할 전망
스마트 가로등 시장의 주요 이슈로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구현

스마트 가로등 밸류체인
구분
관련 기업

LED →

조명기구 →

2018

2014

자료 : ABI Research(2015)/Strategies unlimited(2011), 한국조명협동조합(2013) 자료를 바탕으로 KISTI 재작성

제어 장치 / 스마트 가로등 구축

브리지럭스, 크리, GE조명, 오스람,
필립스, 서울반도체 등

아큐이티, 허벨라이팅, 쏜라이팅 (Thorm
Lighting), 파나소닉, 필립스 등

에셜론, 필립스, 슈나이더전자
(Schneider Electric), GE조명, SELC,
텔리코(Teliko) 등

LED 모듈에 스마트 가로등 인터페이스
적용

넓은 면적을 균일한 조도로 비추는
조명기구

제어 및 통신 시스템

561

특징
2014

는 배터리 재생장치를 적용한 ‘스마트 LED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제어 솔루션을 적용하여 50%에 가까운 에너지 절감률을 보였다.

561억 원에서 연평균 18% 성장하여 4년 뒤에는 1,081억 원으로

스마트 가로등 세계 시장 규모

로등을 주도적으로 구축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에코란트

2018
3) Global LED and Smart Street Lighting Market Forecast(Northeast group, 2015)

스마트 가로등

이처럼 스마트 가로등 시장은 일부 기업이 구축 사례를 가지지

A

스마트 가로등 향후 5년간 매년 80%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래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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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력 증가, 가로등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절감 필요성 증대4), 탄소 배

이 마무리되면 향후 2~3년 이내에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지

출 감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가로등

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의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다. 즉 국내 기업

기술의 내재화를 도모한다. 필요 기술은 지자체에서 발주한 용역
사회적 요구
5

의 적극적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화를
위한 주요 영향력 5개를 검토하였다. 도시 가로등이 스마트 가로등

4

으로 대체되었을 경우 공익은 증대될 것이므로 사회적 요구는 높

3

고, 기술 및 사회 트렌드와 매우 밀접하므로 트렌드 부합성 또한 높

2

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로등은 공공 조달 품목이므로 시장의 성장

시장 진입
용이성

기업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통신사와
트렌드
부합성

1
0

성은 지자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존 제품
대비 4배의 설치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예산 집행

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다각화 전략이다. 공동주택 또
는 전원주택에 사용되는 보안등으로 타켓 시장을 확대하거나 태양

망되므로 정책 지원 정도 및 시장확대 가능성은 보통 이상으로 판

광 또는 도심형 풍력발전 기술을 연계하여 온사이트(On-site) 전력
시장 확대 가능성

정책지원 정도

스마트시티는 도시화에 따른 사회,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

스마트 가로등

이미 형성된 도시에서도 추진되는 사업이며 국내 및 해외 시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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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규모가 증가 5)하는 추세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수면을 방해하는

자료: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KISTI 작성

스마트 가로등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제품으로 조명
기업 외에 제어 기술을 갖춘 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 가로등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술개발, 전략적 제휴, 제품 다각화를 제안한다.

광공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스마트 가로등이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스마트 가로등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인 LED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6), 사물인터넷,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용이성은 타 항목에 비해 다

스마트 그리드, 센서 및 네트워크 기술 등 구성 기술의 발달은 스

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는 센서 및 네트워크, 지능형

마트 가로등 시장이 성장하는 데 호재가 될 것이다.

관제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기술력이 열세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PLC(Product Life Cycle)가 도입기에 해당되어 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험 및 사례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된다.

조명 기업 외에 제어 기술을 갖춘 기업의 진출이 예상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진출 전략으로 시장 진입의 가능
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연구개발 전략으로서 외부

현재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가로등 시범설치 사업

의 우수인력을 영입하거나 스마트 가로등 구현에 필요한 요소 기

스마트 가로등 시장의 신사업 기회 분석
Policy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구현

Market

탄소 배출 감소

가로등 설치 및 운용 비용 절감
- LED 광원의 단가 하락
- 가로등 운영 비용 절감 필요성 증대
- 스마트 가로등 설치 증가

-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구현 노력
- 스마트 가로등 투자 증가
- LED 조명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Society

생산형 제품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도로 조건
등 제품의 설치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스마트 가로등을 구축할

여 스마트 플랫폼(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정보 인프라)을 구축,
마트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신도시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등은 융합 제품이므로 전술한 기업군은 잠재 경쟁자가 될 수 있지
만, 충분한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협력을 도모한다면 시너지 효과

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
단된다.

활용하는 도시로 스마트 가로등은 스마트시티의 일부가 된다. 스

LED 업체, 또는 보안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스마트 가로

Technology

- 탄소배출 감소 노력
- 광공해에 대한 사회적 이슈 대두
- 야간 보안의 필요성 증대

4) 국내 한 해 가로등 소비 전력량은 3,221GWh로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생산량에 근접(한국전력,2015)
5) 해외 Smart City 열풍과 시사점(NIA, 2013)
6) 2012년 평균 15.4달러에서 2019년 7.4달러 연평균 9.8%로 감소(Frost, 2015)

사물인터넷 기술 발달
- IoT(사물인터넷) / 스마트 그리드 발달
- 센서 및 네트워크 기술 발달
- LED 조명 효율 향상

주요 요인 분석의 항목에 대한 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정성적 평가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Tool(SW)도 고려해볼 만한
시장 진입 아이템이다.

ㅤㅤ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보통, 4점: 높음, 5점: 매우 높음)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 시장의 주요 이슈로는 스마트시티 구현 노
력 증가, 가로등 설치 및 운용 비용의 절감, 탄소 배출 감소
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가로
등의 구성 기술의 발달이 있다.

계획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 용역계획서에 따르면
전력 원격제어시스템 및 양방향 통신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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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기술의 발달이 있다.

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업체를 M&A함으로써 시장 진입에 필요한

스마트 가로등 시장의 주요 요인 분석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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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 130-7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02) 3299-6042 Fax 02) 3299-6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