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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일반적 정의
(1) 정의
 무기화학은 세라믹, 비금속 등의 무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소재 및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분야
▪ 전통세라믹스(유리, 시멘트, 도자기, 내화물 등)와 파인 세라믹스(전자기적, 기계적, 화학적, 광학적,
열적 기능 등을 가짐)로 구분
- (전통세라믹) 비금속 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유리, 도자기, 내화물, 시멘트, 연마재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소재
- (첨단세라믹) 정제된 광물, 인공 합성한 무기화합물 또는 그 조성물로 합성된 소재로, 정밀성형,
열처리, 가공공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재료를 지칭하는 말로 기존의 유리,
도자기, 시멘트 등의 전통세라믹과는 달리 특수하고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발현시킨 소재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로 물리적·화학적 처리 및 고온 가공을
통해 내열성, 내마모성, 절연성 등이 우수
▪ 세라믹은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소재로서 향후 국가 부의 창출
패러다임 변화에도 부응할 대응 소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스마트 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 향후 신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핵심소재임
▪ 정제된 원료를 배합, 합성한 후 정밀한 성형, 소성 공정을 통해 원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발현시키는
기술집약적 제품

 세라믹스를 구성하는 세라믹 소재는 금속 및 비금속 재료에 산소, 질소, 탄소 등이 결합한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형태의 무기질 소재로 정의
▪ 세라믹스는 원료 자체 성질로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기계적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소재 및 부품으로 정의

 세라믹 복합소재는 복합재료에서의 소재의 경량화와 고강도화가 목적
▪ 탄소섬유, 실리콘카바이드섬유, 알루미나섬유 등이 강화섬유로 이용되어 고온용 특수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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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라믹 수요 급증 및 신성장 국면으로 진입
▪ 글로벌 모더레이션 양상 실현으로 대체산업 육성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선도국 중심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강화
▪

기존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등)에서
신성장산업으로의 세라믹 적용 분야 확대 가속화

스마트

자동차,

로봇,

3D프린팅

등

▪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융복합 소재 중심으로의 주력 소재 변화 양상 뚜렷
-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스마트 그리드, 항공우주 등 신산업을 위한 융·복합 첨단세라믹 소재
[ 주력 소재 변화와 세라믹산업 ]

※ 출처 : 4차 산업혁명 대응 세라믹산업 발전방안 수립 연구(2017),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소재는 고감도·고성능·지능형 기반의 고부가가치화 첨단소재로 국가 부의 창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대안 소재로 부상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센서, 항공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형 스마트기기
등에 필수적인 소재
- 스마트폰 부품 80%, 센서류 70%, 연료전지 90% 이상이 첨단세라믹 소재

 세라믹 소재부품 분야는 여전히 글로벌경쟁력이 매우 취약
▪ 시장이 큰 소재보다는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도 전방산업의 필수 핵심부품용으로 쓰이며 일본이
독과점이나 100% 공급자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세라믹 원료 소재에 집중 투자
▪ 고순도, 초고순도, 초미립, 이소결성, 형상 등의 제어 기술과 세라믹 원료 소재(분말) 개발/양산
기술의 확보를 통해 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가능
▪ 세라믹 원료 소재는 특히 고품위 제조기술 기반 신뢰성이 확보된 양산성이 중요한 고위험군의
품목이므로 중장기적인 R&D와 집중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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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범위
(1) 가치사슬
 세라믹산업은 전방산업의 필수 핵심소재·부품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후방 소재 산업
▪ 기계, 자동차, 섬유,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산업 등 주력산업 제품의 다기능･고성능･고효율
및 편의성 등을 책임지는 핵심 소재부품
▪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스마트 그리드, 감성로봇, 우주항공 등 신산업 실현을 위한 필수 소재
산업
▪

직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차세대산업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첨단소재 산업

간접적인

효과가

더욱

크고

[ 세라믹 소재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세라믹 원료광물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세라믹소재

전방산업

전통세라믹, 첨단세라믹

IT기기, 통신부품, 자동차, 기계설비,
반도체, 의료 등 전산업

[ 첨단세라믹 세부 가치사슬 ]

※ 자료 : 시장동향보고서 첨단 세라믹 시장, 미래기술마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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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분류 방법
 기능별, 용도별 소재 및 제조공정에 따른 다양한 분류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기능 및 R&D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세라믹소재 기술 범위 ]
구분

정의

범위
• 반도성 및 자성 세라믹 소재

광･전자 세라믹

전자(electron) 또는 광자(photon)의 제어를
위한 매개 세라믹 소재로서 극단의 물성,
안정성 등을 갖는 최첨단 소재

• 유리･단결정 등 광학 세라믹
• 선형/비선형 광학 세라믹 소재
• 디스플레이용 세라믹 소재
• 에너지 저장 소재

에너지･환경 세라믹

에너지 저장･변환, 오염물의 흡착･여과･분해
등의 기능을 통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활용되는 세라믹 소재

• 에너지 변환 소재
• 기능성 환경 소재
• 친환경 소재
• 내열･방열 소재

기계･구조 세라믹

자동차/정밀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환경/에너지,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세라믹소재의 탁월한 기계적, 열적, 화학적
물성을 활용하여 응용되는 세라믹 소재

• 구조 소재
• 내화･극한환경 소재
• 기계 가공성 소재
• 연마･절삭 세라믹 공구
• 조직재생 소재

바이오 세라믹

고유의 생체친화성, 생체물질 담지기능으로
손상된 조직의 재생, 고감도 체외진단 및
기능성 뷰티케어 목적의 세라믹 소재

• 체외진단 소재
• 뷰티케어 소재
• 임플란트 소재
• 도자기, 타일, 위생도기, 벽돌 등
• 시멘트와 콘크리트

전통 세라믹

생활환경, 특히 주거문화 및 건축물 등 인류의
기본 생활에 밀접한 세라믹 소재

• 내화물 및 단열재
• 병 및 식기 등 생활유리
• 창호 및 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첨단제품별 세라믹 활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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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용 분야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제품)

스마트폰 부품의 80%가 세라믹소재로 구성, 부품 700개 중 약 590개가 세라믹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 유리)

감성터치 기반 스마트폰 상용화의 핵심 세라믹소재인 스마트 유리

전기자동차 시대
(이차전지용 소재)

이차전지의 핵심은 양극 세라믹소재와 음극 세라믹소재로 전기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에너지 시대
(전력반도체용 소재)

차세대 고효율 전력변화기의 핵심부품인 SiC세라믹 단결정은 전기에너지 생산과
소비단계에서 필요한 전력변환의 핵심

우주여행 시대
(초고온⋅초단열 소재)

우주왕복선은 33,000개의 세라믹타일이 보호, 초저온과 초고온을 넘나드는 우주환경에
적용 가능한 에어로겔 세라믹소재

무기화학



무기화학
분야의
기술
분류는
산업기술분류표상에서
화학(대분류)에
포함되며,
정밀화학(중분류)의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화학공정(중분류)의 기초무기 소재
공정기술 등 광범위하게 분류됨

 세라믹소재 분야의 기술 분류는 산업기술분류표상에서 화학 분야에 포함되며, 세라믹재료
분야에서 11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짐
[ 세라믹소재 분야산업기술분류 ]
구분

산업기술_대분류

산업기술_중분류

산업기술_소분류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유리, 유약, 법랑
도자기, 타일 등
단결정

세라믹소재

화학

세라믹재료

세라믹제조공정기술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광ㆍ전자세라믹스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기타 세라믹 재료

3) 기술로드맵 전략분야의 범위
 본 전략분야에서는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산업기술 R&BD 전략’의 세라믹 분류를
참조하여 기술로드맵의 전략분야의 범위를 기술하였음
[ 무기화학 기술로드맵 전략분야의 범위 ]
대분류

세분류

적용 범위

광물ㆍ원료

무기화합물

촉매, 재료 과학, 색소, 계면활성제, 코팅, 의약품, 연료 및 농업

전통세라믹*

도자기, 유리, 내화물, 타일, 시멘트, 연마재

첨단세라믹*

광·전자, 에너지·환경, 기계·구조, 바이오세라믹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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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분석
가. 세계시장 분석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무기화학 전체 시장
 (무기화학) 세계 무기화학 제품 제조 시장 규모는 2018년 2,922억 달러에서 연평균 5.5%
성장하여 2024년 4,25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시장의 43.5%를 차지하며 무기화학 산업 주도 중으로 연평균성장률
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세계 무기화학 제품 제조 시장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292

308

325

362

382

403

425

5.5

*출처: Inorganic Chemicals Manufacturing: Global Markets to 2022, Bcc Research(2018)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 세라믹 세부시장
 (세라믹) 세계 세라믹 시장은 2018년 2,291억 달러에서 연평균 5.8% 성장하여 2024년
3,213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세라믹의 활용범위가 의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되어 꾸준한 수요 증가세 예측
▪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세워 제조 분야에서의 세라믹
수요증가 전망
[ 세계 세라믹 제조 시장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229

242

256

271

287

304

321

5.8

*출처: Ceramics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Forecasts, 2019  2025, grandviewresearch(2018)
기반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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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세라믹) 전 세계 첨단세라믹 시장은 2018년 935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3.7%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1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계 첨단세라믹 제조 시장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93.5

97.0

100.6

104.3

108.2

112.2

116.3

3.7

*출처: Advanced Ceramic Market Size, Grandviewresearch, 2020

▪ 전 세계 첨단세라믹 시장은 종류에 따라 단일체 세라믹, 세라믹 코팅,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료,
기타로 분류되며, 단일체 세라믹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시장을 선도

 (바이오 세라믹) 세계 바이오세라믹 시장 규모는 2018년 28.5억 달러에서 2024년 50.8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 기대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소재 및
체외진단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크게 Alumina, Zirconia, hydroxyapatite 등이 바이오 세라믹을 이루며 인공관절, 치아 관련
산업에 활용
▪ 뷰티케어와 웰니스, 헬스케어, 메디케어 등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을 통해 인체의 조직재생과 치료,
고감도 고신뢰성의 질병 진단, 스마트 약물전달, 환경오염 저감 및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 증가
▪ 화학, 금속 소재를 제외한 세라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1%로 과반수 점유로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경조직 재생 및 질병 조기진단 등 웰니스 산업의 발전으로 바이오세라믹 개발 가속화
[ 세계 바이오세라믹 제조 시장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2,853

3,141

3,458

3,807

4,192

4,615

5,081

10.1

*출처: Global Bioceramic Market 2018-2023, ResearchAndMarkets, 2018

▪ 전 세계 첨단세라믹 시장은 재료에 따라 알루미나 세라믹, 실라콘카바이드 세라믹, 티탄산염 세라믹,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기타 세라믹으로 분류

 (에너지·환경 세라믹) 세계 세라믹 시장 중에서는 환경 세라믹소재·부품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으나, 향후 연평균성장률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 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소형로봇, 전동공구,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등에서의 신시장
창출로 리튬이차전지 및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자세라믹) 전자세라믹 소재의 주요시장인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메카트로닉스용 세라믹
부품 관련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 진행
▪ 반도체 세계시장은 PC, 모바일 기기에 이어, DTV,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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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장 핵심플레이어 동향
◎ 전통세라믹 기업 동향
 (Corning) 1851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유리 전문 제조사로 주로 특수 유리, 세라믹, 광섬유,
LCD 유리 등을 제작
▪ 최근 스마트폰에 쓰이는 고릴라 글라스로 널리 알려진 업체로 낙하 성능과 스크래치 내구성이
동시에 대폭 개선된 ‘Corning Gorilla Glass Victus’ 개발
[ 코닝 고릴라 글래스 ‘Victus’ ]

※ 자료 : Corning 홈페이지

 (3M)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사무용품, 의료용품, 보안제품, 우주항공/방산산업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 세라믹 업체인 세라딘을 인수하여 소재사업 부문 확장에 속도를 내고 내열소재,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 방위산업까지 사업영역을 넓힘

 (Asahi Glass) 유리 및 관련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대 유리 제조업체 중 하나
▪ 건축자재 및 자동차용 유리와 불소화학제품이 주력으로 세계 최대의 유리업체로 최근 독일
바이오비마와 덴마크의 CMC 바이오 인수하여 바이오 사업 강화
▪ 전체 사업 매출 중 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며, 특히 자동차 유리에 있어서는 일본 4대
자동차 업체 모두가 아사히유리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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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waken Fine Chemical Co Ltd) NEDO 프로젝트를 통해 알루미나 nanofiber sol을 제조
▪ 알루미나 nanofiber sol을 다양한 기능성 복합소재로 개발 추진 : 코팅소재, 투명 low CTE 필름,
환경 및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Covalent Maerials) 파인세라믹, 형광재료 응용 제품 등의 부품·재료의 개발, 제조, 판매
▪ NASA 스페이스 셔틀의 고성능 펌프의 부품으로 채용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라믹 베어링
제작기업. 최근 AIN 등 기능성 기판과 풍력 발전에 적용될 수 있는 질화규소 베어링 볼 제작을
위한 연구

◎ 첨단세라믹 기업 동향
 (Maxwell Technologies) 2019년 2월 세계 최고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배터리 명가 맥스웰
테크놀로지 (Maxwell Technologies)를 2억 1,800만 달러(약 2,439억 원)에 인수
▪ 맥스웰 테크놀로지 배터리 고객으로는 제너럴 모터스(GM)와 람보르기니가 있으며 맥스웰은
투자자들에게 '건식 전극'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냈다고 말함
▪ 테슬라는 비용절감을 필요로 하는 자사 전기차용으로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을 갖고 한번 충전에 더
오래 달리는 배터리 생산을 위해 맥스웰을 인수

 (무라타제작소) 2018년 기준 국제 MLCC 시장에서 무라타제작소의 시장점유율은 40%를
웃돌아 압도적 1위
▪ 세부적으로는 무라타제작소(일본) 44%, 삼성전기(한국) 22%, 다이오유덴(일본) 13%, TDK(일본)
7%, 교세라(일본) 5%, 야게오(대만) 5%로 알려짐

 (Kyocera Corporation) 다양한 첨단소재, 부품, 장치 및 장비를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 2019년 유럽 자회사인 Kyocera Fineceramics GmbH를 통해 1863년 설립 당시부터

150년 이상의 세라믹 혁신 경험을 보유한 세라믹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인
Friatec GmbH (“Friatec”)의 고급 세라믹 사업 운영을 인수
▪ 첨단세라믹에 대한 수요 증가됨에 따라 세라믹 제조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새로운 세라믹 나이프
시리즈를 개발함

 (Morgan Advanced Materials Plc) 첨단세라믹, 이송 시스템, 베어링, 전자 장비 및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기업임
▪ 강한 부력을 가져 해양에서도 사용 가능한 ultra-lightweight level
▪ 13-III의 탄도 보호용 제품을 출시하여 방위산업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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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시장 분석
(1)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 전체 세라믹 시장
 국내 세라믹 시장은 ’18년 83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4.7%씩 성장하여 ’24년 111조 원까지
성장 전망
▪ 국내시장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전통세라믹보다 첨단세라믹의 성장률이
높고 수출도 첨단세라믹 중심
▪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높은 첨단세라믹 분야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세계추세에 부합하며,
향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 보유
[ 국내 세라믹 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조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첨단
세라믹

47

50

54

57

61

66

70

6.9

전통
세라믹

36

37

37

38

39

40

41

2.2

합계

83

87

91

95

100

106

111

4.7

*출처: 첨단세라믹 산업현황 및 성장기업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방안 수립(2017)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 국내외 세라믹 시장 전망(좌), 전통·첨단세라믹 구분(우) ]
(단위: 억 달러)

*출처: 첨단세라믹 산업현황 및 성장기업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방안 수립(2017), 기술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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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등의 수지가
개선되었으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은 악화
▪ 한중 FTA를 통하여 8개 주요업종 중 철강, 석유화학, 섬유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대비 품질·기술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 필요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완제품 및 부품에서 소재로 이동하며 다양한 소비 주체들의 니즈
충족을 위한 HW-SW 결합형 시스템 부품의 개발 수요 확대
▪ 자동차용 Wheel 구동제어/센서모듈, 로봇용 공간인식센서 등 부품과 SW를 결합한 핵심부품 개발
▪ 다자기술 간 융ㆍ복합화를 통한 최첨단 기술개발 및 핵심성능 개선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기능구현의 소재개발이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3D프린팅, 스마트모바일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기기, 드론 등의 출현에 따라서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바이오 및 감성 기술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제품 수요의 증가에 따라 첨단
고효율 및 다기능 융･복합소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세라믹산업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4차산업혁명, 산업계 수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고성능 융ㆍ복합 소재 투자 강화
▪ 센서, 전력소자, 방열소자 등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핵심부품 초소형·고정밀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에코에너지(생활환경 등), 극한환경(항공, 우주 등)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조기 상용화 가능
분야 선별 지원

◎ 세부분야별 시장 동향
 전자세라믹 소재·부품
▪ 국내 전자세라믹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산업 등의 빠른 발달에 따라 연 14% 이상으로
크게 성장
▪ 향후 에너지·환경, 의료,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성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계·구조 세라믹 소재·부품
▪ 국내 기계·구조 세라믹 소재 시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세라믹
부품의 수요증가에 기인

 에너지·환경 세라믹 소재·부품
▪ 환경 관련 에너지, 자원 분야는 전체 환경시장의 46.8%를 차지하고 환경 분야의 세라믹 관련 소재
시장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바이오 세라믹 소재·부품
▪ 국내 바이오 세라믹 소재 시장도 치과용, 정형외과용, 생체이식용 전자기기, 수술 및 진단기기용
세라믹스를 포함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13

전략분야 현황분석

(2) 생태계 현황
◎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세라믹산업은 소재-조성설계-공정기술-부품기술이 융합되는 핵심요소기술로서 원료, 소재,
부품 및 완제품과 관련된 활동을 모두 포함한 첨단산업
▪ 기계, 자동차, 섬유,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산업 등 주력산업의 기능· 성능·편의성 등을
향상시키는 기초 첨단세라믹 소재 산업
▪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스마트 그리드, 감성로봇, 우주항공 등 신산업 실현을 위한 융·복합
첨단세라믹 신소재 산업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큰 차세대 융·복합
핵심산업
 세라믹은 전자기적 특성, 전기적 특성, 광학적 특성, 열적 특성, 기계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체적 특성 등 타 소재 대비 탁월한 특성 보유
▪ 전도성·반도성·절연성 등 특수 기능구현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로서 플레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웨어러블 IT 소재, 스마트 센서 소재 등에 적용
▪ 탁월한 내식성·내마모성 기반, 인체에 무해한 생체이식 소재로서 바잉 기술과의 융합이 타소재보다
용이한 소재
- 첨단 바이오 인공관절의 경우 내마모성이 금속의 20배(지르코니아)

 극한환경에서도 고유기능을 발현하는 유일한 첨단소재로서 타 소재 대비 월등한 특성으로
항공우주, 기계 가공, 반도체 등에 활용
▪ 항공우주 로켓엔진, 가스터빈 블레이드: 내열성 철의 2배
▪ 플라즈마 에치용 전극: 내플라즈마성, 실콘의 5배(탄화규소)

 기존 소재로는 불가능한 에너지 생산·절감·저장 기능을 모두 구현 가능하며, 지구온난화,
대기·수질오염을 개선·제어할 수 있는 소재
▪ 초단열 에어로젤(실리카)은 우레탄 단열재 대비 에너지 절감 30% 이상
▪ 멤브레인(오폐수처리, 알루미나) 강산, 강알칼리 오폐수 100%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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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대
 국내 세라믹산업은 첨단세라믹 전 분야에 걸쳐 원료·소재의 수입의존이 높은 상태로 국산화
필요성 증대
▪ 산업 내 대다수 기업이 자체 R&D 수행 등 역량이 부족하여 재료와 장비는 수입하고, 극소수의
수요 대기업 요구에 종속
-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소재 R&D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여 핵심원료 및 첨단
공정장비는 주로 대입 수입에 의존
▪ 산업 내 대다수 기업이 자체 역량제고 능력이 부족하여 극소수의 수요 대기업 벤더에 종속, 요구
스펙 및 가격에 맞춘 전속생산 실시
- (국내 중소기업) 수요기업이 정한 스펙 및 가격 요구에 맞춰 생산하는 형태로, 신소재나 장비·공정
R&D보다는 구매를 선호
- (일본 강소기업) 수요기업 제품에 필요한 신소재나 장비·공정 R&D를 신개발하거나 공동개발하여
전방산업의 신규 시장을 창출

 차세대 유망 기능성 소재 분야로 국가 기초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적용 신기술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경쟁력 선진국 대비 매우 취약하며
수입의존도가 타소재 대비 높은 내수기반산업
▪ 세라믹 내수에서 점하는 수입제품의 비중은 전통세라믹 22.8%인 반면 첨단세라믹은 40.2%로
높은 수입의존도
▪ 일반산업용의 경우 선진국 대비 80%의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항공·우주·발전시스템의
가스터빈 등의 세라믹 소재는 전략수입에 의존

 세라믹 원료소재는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치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데
반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국내 수요기업의 선진사 제품 사용 선호도가 매우 높아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 바이오 세라믹 원료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중으로, 복합기능성 화장품, 안티폴루션 화장품
등 글로벌 선도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강화 필요

 에너지·환경 세라믹 분야의 이슈인 이차전지는 국내 전지 제조업체의 소재 국산화 노력과
전지-소재 업체 간 협력이 부족하며, 엄격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에
대한 국가적 검증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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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핵심플레이어 동향
◎ 대기업 동향
 세라믹산업은 소량다품종 생산 위주의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 미비한 실정
 (삼성전기) 캐패시터의 한 종류인 MLCC(Multi Layer Ceramic Capacitor)을 개발하고
스마트폰 핵심부품 등으로 활용되며 MLCC 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2위 업체로 선정
▪ MLCC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가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며, KB증권에 따르면 세계 MLCC 시장
규모는 올해 16조 원에서 오는 2024년 2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
▪ 삼성전기는 IT·산업용 MLCC에 이어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용 MLCC 사업을 확대하면서 세계 1위
MLCC 회사인 일본 TDK를 추격 중
[ 삼성전기 MLCC ]

*출처: 삼성전기

 (LG화학) LG화학의 안전성 강화분리막 기술은 분리막 표면을 세라믹 소재로 얇게 코팅해
안정성과 성능을 높혀 자동차용 배터리에 사용
 (SKC, 코오롱) SKC 및 코오롱은 PI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OLED 소재 플렉서블 기판이
개발되고 있으며, 유연 전도막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신뢰성 및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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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동향
 (미코) 세라믹 소재, 디스플레이부품,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전문기업 자체 개발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시스템 성장성 가속화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가장 발전효율이 높아 차세대 연료전지
▪ 자회사인 미코세라믹스는 세라믹 히터, 세라믹 정전척(ESC), 소모성 세라믹 부품 등의 사업을 영위

 (비나텍)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 커패시터를 생산
▪ 실적은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28억 원으로 설립 이래 처음으로 400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4% 증가
▪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개발·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의 핵심인 지지체, 촉매,
MEA(막전극접합체)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주장

 (아비코전자) 휴대폰, 노트북, LCD 등의 기기와 멀티미디어 가전제품에 널리 쓰이는 인덕터와
저항기를 제조로 하는 기업으로 스마트기기용 칩인덕터를 개발하여 국내 전자세라믹 시장을
40% 점유 중
 (오스템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계열
밀링머신 원밀포엑스(OneMill 4x)를 출시했으며 OneMill 4는 글라스, 하이브리드 세라믹,
지르코니 등의 치과재료 가공 및 연속가능 기능을 탑재
 (유니온머티리얼) 유니온머티리얼은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세계적인 품질로 평가 받고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포함한 각종 첨단세라믹 부품류와 기계산업용 제품을 생산·공급
 (코렌텍) 금속 메디컬 임플란트의 3D 프린팅 제조가 주 사업모델로 메디컬 임플란트 관련
라인업 구축 중으로 기공구조 및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사기능 구현 제품이 일부
포함됨
 국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용 투명전도막 기판소재는 영국의 필킹톤이나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
▪ (한글라스, KCC) 유리소재의 경우에 국제적 규모의 플로트 유리를 생산하고, 현재 태양광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철분 유리는 한글라스만이 주문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생산
▪ (한국하니소) 프랑스 생고방의 계열사로 중국에서 원판유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강화 후 공급
▪ (누리코퍼레이션) 강화된 완제품 유리를 수입하거나 원판을 수입하여 가공, 판매

 (이글래스, SCC, 써모텍, 휘닉스피디이 등) LTCC용 글라스 파우더의 생산을 위한 개발 및
샘플 진행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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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해외기술 동향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업
 세라믹 분야의 산업기술 수준 비교: 일본 > 미국 > 유럽 > 한국 > 중국
[ 세라믹 분야 국가별산업기술 수준 비교 ]
(단위: %, 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구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세라믹

83.9

1.6

96.7

0.3

100

0.0

94.2

0.6

77.4

2.3

*출처: 2017년도 산업기술 수준조사 보고서(KEIT, 2017.8)

 해외 선진사들은 미래 유망산업에 중요한 첨단세라믹 소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환경,
자원고갈 문제에 관련된 기술 확보를 위해 수요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추세
▪ 선진기업들은 희소자원에 대한 수출금지(제한), 자원세 인상 등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소재 기술개발이 활발, 미국 IBM은 일본 쇼와셀과 희소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전지
공동개발
▪ 웨어러블ㆍ플랙서블 기기, 전기 자동차 등 미래 소자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성 소재개발이 활발.
고방열세라믹소재, 단열 코팅 기술 등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상용화된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covalent 세라믹, 프랑스의 생고방 등 선진업체의 기술 수준은 분야별로 특성화에 주력
[ 해외 주요국별산업 연구개발 동향 ]
국가

주요내용
• 복합산화물 소재에서 기초연구를 통한 신개념 소자 구현을 위한 기초 투자가 활발함

미국

• 고온, 고압 환경하에서 세라믹 기반의 소재를 활용한 물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 최근 복합세라믹 기반의 기능성 물성의 예측을 위한 Material Genome 연구가 활발하여 물성의
이론적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유럽

• 고성능 순물질 합성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있으며, 화학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산화물 소재의 공정 개선 분야에서도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용 소재,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며, 기존
소재의 공정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대량생산 관련 분야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센서 및 3D 프린팅 분야의 소재 연구도 활발
• 태양전지, 배터리 소재, 반도체 기판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초
소재 분야에도 연구를 집중하고 있음

중국

• 특히 단결정 생산 기술에 있어서는 최근 급격한 기술 축적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 항공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및 복합소재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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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지역의 시장은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의료용 현미경 및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생명공학 계측기 개발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광학유리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 유럽 지역의 광학유리 시장은 삶의 질 향상, 맞춤형 및 고급 안경 및 선글라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변화와 동시에 EU 구성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나라에서 스마트폰 수요의 증가로 광학유리 시장이 성장

 적외선 기반 광학 소재 및 광학 부품의 급성장 단계가 최근 시작
▪ 실리콘 CMOS 기반 이미지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적외선 대역은 기존 산화물 기반 광학 소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미지센서 및 광학 소재 등 제반 구성물이 모두 다른 중적외선/원적외선 대역의
광학 소재/부품기술은 군수용 기술을 토대로 민수용 기술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적외선 광학 소재인 고가의 결정질 Ge, ZnS, ZnSe 소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칼코지나이드
유리 소재를 이용한 원적외선 대역 광학렌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수에서
사용되는 중적외선 대역 광학렌즈로 사용하기 위한 산화물 기반 중적외선 광학유리 소재
역시 개발 중
▪ 칼코지나이드는 전기나 열, 빛 에너지 자극에 의해 쉽게 변하는 특성으로 반도체, 광소자, 박막형
태양전지 등 다양한 소재로 활용
▪ 한국광기술원 광 ICT 융합연구본부 연구팀은 2019년 칼코지나이드 광학유리 소재를 기반으로 한
초소형 광학 모듈 개발
[ 한국광기술원 적외선 광학유리 소재 및 광학렌즈 ]

* 출처: 한국광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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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류 단위 세계 기술 수준 비교 ]
(단위: %, 년)

대분류

중분류

광전자
소재

에너지⋅
환경
소재

소분류

세라믹

바이오
소재

전통
세라믹

격차기간

한

미

일

유

중

한

미

일

유

중

유전⋅절연 세라믹

-

94.3

100

90.7

75.0

1.4

0.4

0.0

0.7

2.2

센서 세라믹

80.1

95.0

100

90.2

72.6

1.9

0.3

0.0

0.8

2.5

자성 세라믹

83.1

93.3

100

90.0

76.0

1.7

0.6

0.0

0.9

2.5

광기능성 세라믹

84.3

96.2

100

92.9

78.5

1.8

0.5

0.0

0.8

2.3

84.6

95.1

100

88.7

75.4

1.6

0.5

0.0

1.0

2.3

87.2

96.8

100

91.4

79.3

1.5

0.5

0.0

0.9

2.2

84.4

98.7

100

91.3

79.3

1.6

0.1

0.0

0.9

2.2

77.2

96.4

98.6

100

70.7

2.0

0.2

0.1

0.0

2.6

82.1

93.4

100

90.8

75.5

1.8

0.6

0.0

0.9

2.4

85.4

100

99.3

95.0

80.3

1.6

0.0

0.1

0.4

2.0

82.5

94.5

100

92.6

75.5

2.1

0.3

0.0

0.7

2.8

81.7

97.0

100

94.6

80.7

2.2

0.3

0.0

0.8

2.5

81.7

93.9

100

92.1

75.3

2.1

0.5

0.0

0.7

2.8

조직재생용 세라믹

80.5

100

92.9

91.9

69.8

2.3

0.0

0.9

0.9

3.6

체외진단용 세라믹

80.1

96.6

100

89.0

69.9

1.7

0.0

0.0

0.6

2.6

뷰티케어용 세라믹

87.9

100

95.6

98.4

74.8

1.5

0.0

0.5

0.4

2.7

기타산업바이오
세라믹

75.0

100

90.8

88.5

71.3

2.2

0.0

0.9

1.0

2.4

도자기⋅타일
⋅벽돌⋅내화물

93.1

92.7

98.4

100

86.4

0.8

0.6

0.1

0.0

1.6

시멘트 ⋅콘크리트

87.1

96.2

100

99.2

76.8

1.7

0.4

0.0

0.1

3.1

유리⋅법랑

87.0

96.6

100

95.6

88.8

1.5

0.4

0.0

0.5

1.2

생활세라믹 소재
공정기술

86.5

91.2

100

98.3

75.8

1.5

0.7

0.0

0.0

2.5

도전성 및 반도성
세라믹
광⋅전자 세라믹
공정기술
에너지 저장⋅변환
세라믹
환경 기능성
세라믹
에너지 세라믹
공정기술
내화⋅내열 세라믹

기계⋅
구조소재

상대수준

구조 및
기계가공성 세라믹
세라믹섬유 및
극한환경용 세라믹
구조세라믹
공정기술

*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2018년산업기술 R&BD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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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기술 동향
 (복합소재) 산업기술 간 융･복합화를 통해 첨단기술의 구현 및 핵심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소재개발이 이슈
▪ 초고온 고강도와 내마찰･내마모성을 가지며 동시에 경량화가 가능한 세라믹 섬유 강화 복합재료
연구개발에 집중
▪ AVCO의 SCS-6 섬유 : 타이타늄 금속과 복합재료로 전투기(F/A-18E)의 landing gear piston에
사용, 기존 금속대비 45% 중량 감소

 (바이오용) 임플란트 회사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골 충진재와 더불어 약물 및 성장인자를
포함한 기능성 골 충진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환자의 골질 및 골 재생능력에 따른 맞춤형 골
충진재 개발에 관심
▪ 환자맞춤형 고기능성 임플란트 소재, 환자의 골 결손 부위의 완벽재건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 활용
맞춤형 골 대체재, 빠른 골조직 재생 유도를 위한 다공성 소재 기공구조의 3차원적 제어 기술
개발이 주요 이슈

 (가시광 광학소재) 3M, 캐논, 니콘, 올림푸스, 소니 등은 가시광 대역에서 굴절률이 1.9
이상인 고굴절 및 2.0 이상인 초고굴절 광학유리 소재를 사용하여 렌즈의 두께를 줄이고
전장을 짧게 하는 방식으로 소형화된 제품을 개발1)
▪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3M 용도별 다양한 타입의 고굴절 Glass beads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 중이며, 최근에는 중국의 업체들도 고굴절 제품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 추세
▪ 일본의 NGK(주)에서는 알루미나 기반 투명 세라믹 소재를 2016년에 상용화하였으며, 가시광 대역
평균 투과도가 동일 조성의 단결정 사파이어와 유사한 ~82% 수준
▪ 일본의 이시주까 글라스(주)에서는 사출성형기에 내부에서 가열 성형을 통하여 다양한 형상의
렌즈로 제작할 수 있는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유리 소재를 개발

 (에너지용 소재) 자국의 전지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의 소재업체들이 적극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효율 향상, 신뢰성 제고, 원가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집중되는 추세
▪ 일본 스미토모전기는 ’15년 저융점 용융염(NaFSA+KFSA화합물)을 전해질로 사용한 나트륨이온전지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

1) KICET 한국세라믹기술원, ‘2019 세라믹기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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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업체 동향
 (Murata) 전자세라믹부품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적층형 캐패시터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재를 자체 생산하고 독자적인 공정기술을 확보
▪ 2019년 0.25×0.125mm 크기에 정전용량 0.1μF(마이크로패럿)을 특징으로 하는 초소형 MLCC
신제품(GRM011R60J104M)을 개발했으며, 2020년부터 이 MLCC 신제품의 대량생산이 개시
▪ 이 MLCC는 무라타제작소의 기존 MLCC 제품(01005인치 사이즈)에 비해 실장 표면적과 용적을
각각 50%, 80%가량 줄인 제품으로 처음으로 대량 생산했던 같은 크기의 제품(008004인치
사이즈)에 비해 용량은 약 10배로 증대
▪ MLCC시장 내 글로벌 1위 기업인 무라타제작소가 기술 수준을 한 발 더 앞서감에 따라 2위
삼성전기는 물론 이하 업체들도 시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및 양산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

 (Maxwell Technologies) 2019년 전기차 배터리 비용을 줄이고 주행거리를 엄청나게 늘려줄
건식 전극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
▪ 또한 이 회사의 울트라 커패시터는 배터리의 에너지와 결합, 빠르게 반응하고, 더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작동하며, 배터리 수명을 최대 2배까지로 연장
▪ 볼보의 지주회사 그릴리 홀딩 그룹은 2018년 5월 맥스웰과의 계약을 발표하고 이 회사의 울트라
커패시터 기술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최고 출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

 (Smith & Nephew) 낮은 마모율과 압력에 강해 인공관절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린
베리라스트(VERILAST)를 출시
▪ 베리라스트는 4,500만 회에 걸쳐 진행한 인공슬관절·인공고관절 체외 마모 시뮬레이션 실험결과를
보유한 유일한 베어링 기술로 마모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 대퇴골은 금속을 산화시켜 표면 물성을 세라믹화해 더 매끄럽고 단단해 긁힘이 없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금속합금 옥시뮴(Oxinimu)을 사용, 기존 인공관절 금속재료 코발트크롬보다 마모율을
월등히 감소시킴
[ Smith & Nephew의 인공관절 ]

※ 자료 : Smith & Nephew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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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hi Glass) 1980년대부터 비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용 투명전도막 코팅유리 기판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표면 형상을 갖는 제품을 출시하였고, 영국의 필킹톤을 인수한
NSG(Nippon Sheet Glass)는 태양전지용 기판유리 제품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 아사히는 공업용 및 건축분야 복합소재에 주력하여, 강화재인 유리섬유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3%이고, 복합소재의 세계시장 2.3%를 점유

 일본과 대만이 수요기업으로 50%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터치패널은 일본의 니샤, 대만의
Jtouch, Young Fast, Wintek 등이 생산을 주도하고, 기판소재용 글라스 분말은 일본의
NEG, AGC 등과 미국의 DuPont과 Ferro 등, 필러 소재는 Sumitomo, Showadenko,
Nikei 등의 일본 메이저업체가 대표적 생산업체
 Ag 및 Cu 전극 페이스트는 일본 업체로 Shoei, Daiken, Toshiba Chemical이, 미국
업체로는 DuPont과 Heraeus가 주로 생산하고, BaTiO3 유전체 분말은 Sakai, Fujititan,
Kyoritsu, Tosoh 등의 일본 업체가 Ni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가와데쯔, 스미토모, 쇼에이
등의 일본 업체가 생산을 주도
 반도체 장비용 소재·부품은 원소재의 경우 일본, 미국, 독일 위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고기능성 부품은 일본이 공급을 주도하고, 원소재 업체로는 일본의 신에츠, 미국의 모멘티브,
독일의 헤라우스, 프랑스의 생고방, 부품 업체로는 일본의 NGK, Covalent, Kyocera, 신코,
도카이카본, 도요탄소 등
 세라믹 소재의 주요 업체는 Kyocera, Bosh, Saint_Gobain, GE, Sumitomo 등이 있으며
세계시장을 주도
[ 주요 세라믹 소재 기업 동향 ]
구분

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내용
• 전자부품, 반도체패키지, 파인세라믹의 절연체, 광단결정 기술

Kyocera

• 자동차 및 태양전지 등 향후 통신, 자동차, 환경에너지, 의료분야 확대
• 일본내 독보적 SOFC 스택기술 보유 (상용화 제품)
• 스택의 양산 기술의 확보 및 장기안정성 확보
• 센서용 세라믹 소재

Bosh

• 자동차용 전장 세라믹 소재
• 모바일용 지문인식 센서 소재
• 스마트 윈도우용 세라믹 소재

세라믹소재
기업
Saint_Gobain

• 대면적 스마트 글라스 제조 기술
• 자동차용 EC 소재 및 모듈
• 항공기용 세라믹 복합재료 사용 엔진 개발 성공 발표

GE

Sumitomo

• 고온 발전용 1,600℃급 세라믹-금속 복합 터빈 블레이드 개발
• C/C, C/SiC, SiC/SiC 등 항공 우주산업용 복합 재료 선두 기업
• 2011년 기존의 리튬이온전지보다 10배 정도 저렴하고 낮은 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이온전지를 개발하여 2015년 상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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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기술 동향
 무기화학 분야의 기술경쟁력 평가 결과, 최고기술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고기술국 대비 81%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73%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1.7년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2.2년으로
평가되었음

◎ 광･전자세라믹 기술 동향
 국내의 전자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휴대단말기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소재부품 분야에도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때
디스플레이는 주로 대기업이, 전자부품은 중소기업이 주도
 국내 MLCC의 기술은 99% 이상 IT용 디바이스에 장착되는 목적의 MLCC에 집중2)
▪ 일본의 경우, 전장용 MLCC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의 MLCC제조를 위한 원천소재인 BaTiO3 유전체
분말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중이나 국내의 경우 삼성전기만이 유일하게 MLCC용 유전체 분말의
자체제작 기술을 보유
▪ 전장용 MLCC의 개발을 위해서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 및 개발자들은 BT모재의 미립화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
▪ 내부전극용 Paste에서 금속분말의 미립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조 공법을 개발 중이며, 미립 급속
분말의 균일한 혼합을 위하여 음향진동믹서를 적용한 고분산 공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
▪

동일 체적의 칩에서 최대의 용량 구현을 위하여 그라비아
마진프리(marginfree)를 융합한 공정 및 기술 개발을 진행 중

인쇄(Gravure)

공법

및

 가시광 대역 광학유리의 경우 다양한 조성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고굴절 유리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제조되지 않는 실정
▪ (KC Glass) 중적외선 대역의 실리케이트 계열 광학유리 관련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

투명세라믹 소재의 경우, 파인테크놀러지 등에서
성공하였으나 시판 제품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실정

재료연구소와

공동으로

시제품

제작에

 최근 자율주행 관련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적외선 광학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적외선 카메라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의
높은 단가 때문에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실정
▪ (Cox) QVAG(384×288)급, VGA(640×480)급, XGA(1024×768)급 열화상 카메라를 출시
▪ (Kavas) 국내 최초로 가시광 대역과 중적외선 대역을 동시에 활용하는 듀얼 카메라를 개발하여
물체의 윤곽선 부분을 선명하게 만드는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하였고, 텔루라이트 계열 중적외선
대역 광학유리를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 중

2) KICET 한국세라믹기술원, ‘2019 세라믹기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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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환경 세라믹 기술 동향
 국내의 가스 센서 관련 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설치형의 접촉연소식이나 반도체
박막형의 개별 센서 개발에 집중
▪ 센서의 소형화 및 집적화, 어레이형 센서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고감도용 나노 소재로 나노선을 이용한 센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센서
네트워크 기술에 해당되며, 아직까지 가스 센서 제조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약한 수준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고 공정 비용도 고가로 작동 온도를 600도
이하로 낮추는 연구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지만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0년 기존 평면 구조 연료전지보다 성능이 50% 향상된 3차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개발
- 연구진은 세라믹 마이크로 패터닝과 박막 기반 입체 공정기술을 도입해 3차원 구조의 고성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개발

 리튬공기전지는 리튬이온전지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기 중 산소를
전극재로 쓰기 때문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보다 경량화도 훨씬 유리
▪ (UNIST,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 연구팀)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공기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세라믹 소재로 바꿔 전지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
-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고성능 세라믹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에는 10회 미만이었던 충·방전
수명이 100회 이상으로 크게 개선

◎ 바이오 세라믹 기술 동향
 일부 기업 중심으로 바이오 세라믹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기업을
제품개발 한계에 직면
▪ 국내 바이오 세라믹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융합화 기술 및 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융합 바이오
제품개발 어려움

 바이오 세라믹 분야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세인 임플란트, 인공뼈, 인공치아용 생체세라믹
소재개발이 활발하며, 최근 세라믹 3D프린팅 기술에 융합이 시도되고 있음
▪ 부식 과정에서 티타늄 임플란트는 주변 조직으로 입자 또는 이온을 방출해 임플란트 실패 및 골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이 없는 임플란트 재료에 관한 연구가 시작 되었지만 세라믹
재료의 최근 개선으로 인해 개발 공정이 상당히 용이해짐

 바이오 세라믹 소재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있으나, 융합 기술은 부족
▪ 뷰티케어 소재의 경우 세계기술 대비 우위에 있고 일부 진단 및 산업용 소재는 동등한 수준
▪ 소재와 바이오 콘텐츠 융합기술은 부족으로 인해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 개발을 위한 적극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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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업체 동향
◎ 에너지·환경 세라믹


(LS 엠트론) 2020년 7월 업계 최고 전력 밀도 스토리지 셀급인
울트라커패시터를 출시했고 동일한 크기에서 40% 더 많은 용량을 제공

3.0V

3400F

▪ 차량 출력 시 발생되는 손실을 예방하고 차량의 전기적 신호 반응속도를 상승시켜 낭비되는 연료
없이 완전연소를 도와줌
▪ 또한, 7~11%의 연비절감 효과를 보여주며 차량 내 정확한 전압공급으로 과하거나 부족한 전류
없이 최상의 상태를 갖춰 보다 향상된 출력을 보장
[ LS 엠트론의 울트라커패시터 ]

※ 자료 : LS 엠트론 제공

 (두산퓨얼셀) SOFC 핵심부품인 셀과 스택을 국산화해 2024년부터 한국형 SOFC시스템을
국내에서 양산한다는 목표로 ‘한국형 고효율 발전용 SOFC’ 개발 개시
▪

두산퓨얼셀은 현재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와 인산형 연료전지(PAFC)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3세대 연료전지로 손꼽히는 SOFC를 개발하면, 연료전지 포트폴리오를 확장

▪ SOFC는 다른 연료전지 타입에 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전력
효율이 높아 열을 제외하고 전력만 필요한 발전 환경에서 선호
▪ 두산퓨얼셀은 기존(800℃)보다 약 200℃ 낮은 620℃에서 작동하면서 전력 효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개선된 SOFC를 개발할 계획

 (삼성 SDI) 스마트 윈도우용 세라믹 소재개발, 디스플레이용 대면적 스마트윈도우 개발,
유연성 대면적 스마트 필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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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자 세라믹
 (삼화콘덴서) 전장용 MLCC의 일본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화콘덴서를 주축으로 출연연과
공동으로 전장용 MLCC를 연구개발 진행 중
 (Kavas) 국내 최초로 가시광 대역과 중적외선 대역을 동시에 활용하는 듀얼 카메라를 개발
▪ 물체의 윤곽선 부분을 선명하게 만드는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하였고, 텔루라이트 계열 중적외선
대역 광학유리를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는 중

 (SKC솔믹스, 코미코, 월덱스, 원익쿼츠) 구조용 세라믹소재인 Y2O3, SiO2, SiC, AlN 등을
사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부품 개발 진행 중
▪ 대부분의 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낮은 구조재에 한해서 약 70% 정도의
국산화율을 달성

 (소모에너지앤테크놀러지) 한국광기술원, 한국항공대 등의 기관과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원적외선 대역 칼코지나이드 유리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소재
조성이 필요한 실정

◎ 바이오 세라믹
 (시지바이오)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D 프린팅을 이용해 만든 맞춤형 인공
광대뼈의 제조허가를 획득
▪ 이 인공 광대뼈는 자체 개발한 특허받은 생체활성 결정화 유리 소재(BGS-7)를 3D 프린팅 기술에
접목한 것으로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3D 프린팅 소재부터 공정, 장비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국산화

 (셀루메드) 2018년 ‘3차원 프린팅을 이용한 골 결손 충진용 지지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
▪ 이 특허기술로 제조할 경우 생체적합성 고분자 재료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성형에 고가의
몰드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지지체를 제조하는 것 가능
▪ 정형용 의료기 제품개발에 적용할 예정으로, 기존에 개발돼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한 합성골
이식재에 적극활용해 제품을 출시할 계획

 (에이온) 2019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공치아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고 본격 시판
▪ 기존의 인공치아 제조는 지르코니아(바이오 세라믹) 블록을 밀링(CAM)장비로 절삭 가공하는 방식이
사용됐으며, 지르코니아블록 소재는 일본이 국내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시장구조
▪ 2016년부터 4년 동안 집중 투자와 독창적인 연구로 세계 첫 번째로 바이오 세라믹 액상 소재를
개발하고, 바이오 세라믹 액상 소재를 적층할 수 있는 전용 3D프린터 개발에 성공

27

전략분야 현황분석

4. 정책 분석
가. 해외 정책 동향
◎ 미국


첨단소재의
발견과
활용을
가속화시킬
인프라를
개발하기
이니셔티브(Materials Genome Initiative, MGI)’ 실행계획 발표

위해

‘소재게놈

▪ 혁신 소재의 발견, 개발, 제조, 활용까지의 시간을 최소 2배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적·통합적 연구 패러다임을 포괄하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
▪ 범부처 소위원회를 통해 국가 현안에 맞추어 연구개발 소재의 적용 영역을 9대 소재로 결정
[ ‘소재게놈 이니셔티브’ 중점소재와 세라믹소재와의 관련성 ]
전자
세라믹

구분

바이오
세라믹

바이오소재

에너지·환경
세라믹

엔지니어링
세라믹

ㅇ

상관소재

ㅇ

전자 및 광학소재

ㅇ

에너지저장시스템

ㅇ

경량화 및 구조소재

ㅇ

*출처: 세라믹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최종보고서, 한국세라믹기술원(2017)

 나노기술이 직면하는 문제점에 적극 대응 및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노기술 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 사업 추진
▪ 나노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한 4대 목표 수립
- (4대 목표) 연구개발, 실용화, 교육 및 기반구축, 나노기술 개발의사회적 책임 환수
▪ 나노기술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프로젝트 분야 설정
[ 국가나노기술전략 사업의 세부프로젝트 분야 ]
프로젝트 분야
1

나노규모의 현상 및 공정에 대한 기초연구

5

나노제조기술

2

나노재료

6

주요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3

나노 장비 및 시스템

7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

4

나노기술 연구기기, 계측기준 및 표준

8

교육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출처: 세라믹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최종보고서, 한국세라믹기술월(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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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Horizon 2020’하의 FET Flagship'(그래핀 등)과 기반기술
프로그램(기능성소재, 생체적합성 소재 등)을 통한 소재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술

리더십

▪ 미래유망기술(FET : Future Emerging Technologies) Flagship FET 플래그쉽 이니셔티브는 EU가
세계시장에서 공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래핀과
휴먼브레인 두 개의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래핀 과제의 경우, 그래핀을 이용한 소재를 연구소 차원에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데이터 전달 속도가 빠르며, 플렉시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재를 개발해 수요를 창출, 전자세라믹 소재 및 에너지·환경 세라믹 소재 포함

 세라믹 소재 분야에서는 첨단소재개발정책으로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정책의
지속적 추진, WING(산업소재개발 프로그램) 전략을 수요업체, 소재업체,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첨단소재의 개발 기간 단축, 상용화를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

◎ 중국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신소재 분야는 10대 전략적 중점분야로
선정
▪ 신소재 분야는 선진기초재료, 핵심 전략재료, 선행 신재료로 분류되어 연구가 진행될 예정
- (선진 기초재료)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수가 많으며 활용범위가 넓고 주로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축자재, 경공업, 방직, 등 기초재료가 포함
- (핵심 전략재료) 핵심 전략재료로는 주로 고급 장비용 특수합금, 고성능 분리막 재료, 고성능 섬유와
복합재료, 신형 에너지 재료, 전자세라믹 및 인공 결정체, 바이오 의약 재료, 등 고성능 신재료를 포함
- (선행 신재료) 3D 프린팅 재료, 초전도 재료, 스마트 생체 공학 및 슈퍼 재료, 그래핀 등 선행 신재료
개발과 혁신을 장려



신소재산업 13.5 발전계획(’16)하의 ‘중국제조 2025’ 정책추진을 통한
추진(전자세라믹, 고성능 분리막 소재, 태양광/연료전지용 소재,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개발

▪ ‘중국 제조 2025’는 13차 5개년 계획하에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중국의 제조업을 2015년
‘제조대국’으로 2025년에는 ‘제조강국’, 2035년에는 ‘혁신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신소재를 포함한
10대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추진

 세라믹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중국 국무원 발표한 ʻ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결정ʼ을 들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예상되는 7대
신흥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8% 불과한 신흥산업을 2020년까지 15%
끌어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 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하이테크 장비제조의 4대
지주산업과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의 3대 선도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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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학과 국립연구소의 대형 연구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영하기 위해
‘신원소전략프로젝트’ 추진
▪ 재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소형 연구거점 프로그램 확립과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료
개발을 목표로 하여 4개 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 (자석재료) 희토류 영구 자석과 성능은 동등하지만 희소원소를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자석 개발
- (촉매·전지 재료) 촉매나 이차전지 부자재에 대한 원소 상호 반응을 해석하고 귀금속이나
희소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재료 개발
- (전자재료) 전자부품 재료개발에 효율적인 새로운 대체재료 개발
- (구조재료) 재료의 강도나 인성과 같은 상반된 성질을 해석해 구조재료의 대체재료 개발

 민관전략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유망시장 창출을 위한 5개 프로젝트와 로컬 아베노믹스 발전을
위한 4개 프로젝트,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1개 프로젝트로 총 10개 프로젝트를 제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ʼ16~ʼ20)의 그린라이프이노베이션 정책추진 중


아베정부 STI(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전략을 추진하는 CSTP(the
Cabinetʼs centr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SIP프로그램에 투입하여
5개 분야에 대한 10개 R&D를 2016년부터 적극 추진
▪ 부품소재와 관련된 부문으로 경제적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Innovative Structural Materials를 들
수 있는데 세부 대상 소재는 수출 견인 Strong, Light, Heat-Resistant Innovative Structural
Materials임

 일본의 화심법은 인체 건강 및 생태 위해 우려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분해성, 축적성, 인체 및 생체 독성 등 기준에 따라 국가가 사전 심사하고 지속 관리하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
▪ 우선순위 화학물질은 최근 ‘19년 4월 208종에서 15종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223종이며,
통상적으로 매년 1회 물질이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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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정책 동향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2020년 7월)
 소부장 2.0 전략 비전은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도약’
▪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전략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α 품목으로 확장
▪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
▪ 특히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추가 확대

 데이터 활용·확산을 통해 신소재개발 비용·기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소재 혁신 AI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서비스인 신소재개발 플랫폼 개발 추진
▪ 4대 소재정보은행*간 통합연계,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소재 관련 정부 R&D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 4대 분야: 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

 첨단소재 중심으로 표준화 로드맵 수립 예정
▪ 우선적으로 그래핀, 탄소섬유, 첨단세라믹 3개 분야에 대해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타
첨단소재 분야로 확대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소재개발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공통 특성을 가진 표준소재 40개 물질
개발·보급 추진
▪ 화학·바이오 분야 15개, 전자·세라믹 14개, 금속·소재 11개 품목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
▪ 공공연구소 매칭,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기업 연구 인력 훈련
- (소재) 화학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부품·장비) 기계연구원·ETR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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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2.0 전략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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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2020년 7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이었던 뿌리기술의 범위를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확대
▪ 기술은 사출·프레스, 3차원(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며 이번 개편은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약 10년 만임
▪ 이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부장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며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을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것이 목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인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르
선정하여 발표
▪ 9대 국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등
6개 분야와 세라믹 소재 연계 가능

 산업부는 ‘2025년 세라믹 글로벌 강국 탑4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기술·에너지·환경·바이오 세라믹 분야의 미래 신성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제품 10개, 첨단세라믹 글로벌 전문기업 20개 육성,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세라믹산업 2025 전략’ 수립
▪ 세라믹 소재 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역거점 확보를 통한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세라믹 핵심소재 확보를 위한 시장선도전략 및 무역역조 소재에 대한 빠른 추격 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전략 채택
▪ 소재부품 글로벌 4대 강국 진입 및 소재기술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 시장선점형
첨단소재개발, 성장 견인형 소재･부품생태계 구축, 소재기술개발 혁신 지원
▪ 전략적 핵심소재개발, 민-군 연계형 핵심 국방 소재 확보, 벤처형 전문소재개발 지원으로
미래시장선점 첨단소재개발
▪ 세라믹 소재기술개발 혁신, 소재 공정혁신, 중소･중견 소재 기업 육성, 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으로 소재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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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전략제품
가. R&D 추진전략
Factor

기회요인

위협요인

• 정부에서 추진 중인 파인 세라믹 종합발전
전략에 맞추어 표준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예정

체계적인 정부 R&D 지원 정책 필요

• 현재 국제표준에 제안되고 있는 표준화 방향은
정책

소결된

세라믹

분말의

치밀도

측정방법

및

전력반도체 단결정 평가방법, 3D 프린팅 세라믹
소재 화학분석방법과 같은 표준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 제고
산업

필요
• 기존 소재의 심미성 구현 한계극복 위한 고강도,
고투과성

분말

설계,

• 세라믹 재료 분야는 성숙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소재 분야이나
타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적인 연구개발비
지원이 소규모
•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소재 분야의
경쟁우위를
투자하고

• 후발 주자들의 지속적인 R&D 투자개발 및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선행적인 움직임이

시장

•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적이고

생체용

구조세라믹

원료소재의 전량 수입의존도 탈피 및 시장진입

점하기
있는

위하여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국내의

집중

성숙산업

고도화와 미래 유망산업의 경쟁력 확보 부족
•

화학소재산업은

범용소재개발에서

탈피하여

고부가 소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 필요
• 국내에서는 소재간의 연구 장벽으로 인한 교류
단절 때문에 융합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이종 소재 간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송기기용 첨단세라믹
센서가 핵심 기술로 First mover형의 원천특허
기술

확보
• 원적외선 대역 파장 활용 가능한 신개념의 유리조성
설계, 어셈블리 개발로 이미징 센서용 핵심소재

• 항공우주 분야나 차세대 에너지 소재 분야,
바이오 분야 등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원천기술 확보

중소기업의 시장대응전략
•에너지 및 전기전자 관련 소재는 국내 수요기업으로 인하여 글로벌 상위권에 있지만 후발 주자들의 지속적인 R&D
투자개발 및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선행적인 움직임이 필요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소재 부분의 경쟁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재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성숙산업 고도화와 미래 유망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
•표준화 및 표준기관은 시스템을 위한 표준개발, 기술 집중의 활동범위 확인, 구조의 최적화 등 기술의 집중성을
증진시키므로, 표준은 가치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개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때문에 연구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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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제품 선정 절차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전략제품 확정

-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 수요처(대기업) 기술수요조사
- ’19년~’20년 중기부 R&D 신청과제

è

-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 시장성 검증위원회 구성(16개 분야)

-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종합

- 산학연 전문가 추천

- 스크리닝(중복, 전략범위, 내용 고려)

è

- 제품 선정결과 검토 및 조정
- 전략제품 확정

- 타부처 정책 및 문헌 조사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 (최근 신청과제) 중소벤처기업부 R&D지원사업 ’19년~’20년 상반기 신청과제
▪ (기술수요조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분석 대상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수요 수신
▪ (대기업 의견) 전략분야 관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유망 제품 관련 인터뷰
▪ (산학연 전문가 추천) 분야별 전문가 대상 후보 추천 의뢰 의견수렴
▪ (타부처 정책 및 문헌조사) 타 부처 정책사항 및 문헌조사를 통한 품목 발굴
※ (재밍, Jamming) 데이터 기반의 전략제품 발굴을 위하여 인공지능 전략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 (선정방식) 중소기업 적합형 기술로드맵 수립 및 전략 강화를 위해 전략제품 선정위원회의 평가와
시장성 검증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하고, 전략분야에 따라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절하여 반영
▪ (전략제품 선정평가위원회)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제품에 대해서 각 5개
항목을 평가 및 검토 진행
▪ (시장성 검증위원회)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해당 전략분야에 관련성이 높은 전문가와
VC(투자심사역)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략제품 평가 진행
▪ (평가항목) 시장성, 기술난이도, 개발기간, 수입의존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 전략분야의 대구분(한국판 뉴딜 및 소부장·뿌리산업)에 따라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절

 전략제품 확정
▪ (검토 및 조장) 선정된 전략제품들에 대해 최종적인 타당성 검증 및 분야 간 전략제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전략분야별 전략제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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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제품 선정결과
◎ 세라믹 패키지
․ 알루미나 또는 지르코니아같은 무기물을 고온 소성시켜 만든 물질로 센서, 고주파,
고출력 LED, 의료, 국방용 전자 부품 등을 조립하는데 Case로 사용되며, 내마모성
내열성, 전파 차폐성, 내부식성 등이 있어 고신뢰성 전자부품에 사용
▪ 첨단 세라믹 원료 및 공정장비 자립화 미흡으로 수입 의존성 높음
▪ 품질 및 기술경쟁력 부문에서 선진국 대비 열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첨단 세라믹의 중요성 확대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 리튬 전지용 양극재인 복합산화물 및 음극재인 탄소 나노 복합소재와 가정 및 산업용
연료전지의 전해질을 구성하는 고체 이온 전도막, 분리막 등의 소재 및 부품,
태양전지의 기판 재료 및 부품용 소재, 에너지 하베스팅용 열전소재 의미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은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해 반드시 개발해야만 하는 필수 소재
▪ 현재와 미래산업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소재이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소재

◎ 고기능성 유리
․ 기존의 판유리, 병 유리와 같은 전통적인 유리에비해 고강도, 저열 전도성 등의 다양한
신기능 등을 갖는 유리 재료
․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IT 산업이나 자동차, 에너지 분야 및 건축 분야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기능성 첨단 유리 제품
▪ 적층유리, 스마트 윈도우, 강화 유리 등세 종류 유리가 건축, IT 산업에 널리 사용
▪ 향후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핵심소재인 고기능성 유리
분야 기술개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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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 열처리에의해 세라믹으로 전환되는 고분자형 전구체로 기존의 세라믹 프로세스로
불가능한 다양하고 복합한 형상/구조의 세라믹 소재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원료
기술
▪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단순모방형에서 기술주도형으로 혁신/변화 필요
▪ 글로벌 경쟁이 강화될수록 세라믹 원료〮소재의 첨단기능성 역할 증대
▪ 프리세라믹 원료 및 세라믹섬유, 복합소재 등 미래 전략소재 개발위한 정책추진 중이나, 국내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투자지원 시급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 세라믹의 광학적, 전기 전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평판 TV, 모바일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소재 및 부품
▪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화질화, 유연화 등 새로운 첨단 기술을 도입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의 기술 혁신도 필수 불가결한 상황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 유기물과 무기물을 원자 및 분자 수준으로 서로 혼합, 산출하여 원재료의 성질과 전혀
다른 특성을 구현시킨 재료를 의미하며 단일 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소재 의미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사회, 건강한 장수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욕구 증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등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한계극복 기술로서 나노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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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소재
▪ 비금속 무기재료를 통칭하는 세라믹 소재는 경질성, 내마모성, 내식성, 내열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유의 단점인 취성과 결부되어 긴 공정 시간 및 높은 가공비용을 필요로 함
▪ 세라믹 제품 생산성 제약으로 금속, 고분자, 복합물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유해물질의 정화 및 제거 등을 위해 세라믹 소재의 다공성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 물질의 분리정제 등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성 부품
▪ 대부분 유기질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사용 환경 및 재활용성의 제약을 받음
▪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생활 형태와 산업의 고도화로 각종 유해성 물질 발생량이 급증하여 배출
억제를 위한 세라믹 필터의 수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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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패키지

세라믹 패키지
정의 및 범위
▪ 세라믹 패키지(Ceramic PKG)란 알루미나 또는 지르코니아 같은 무기물을 고온 소성시켜 만든 물질
▪

성능에 따라 압전성(압전 버저, 음향필터 등), 유전성(커패시터, 마이크로파 유전체 등),
반도성(서미스터 바리스터 등), 자성(Soft/Hard Ferrite, Ferrite 자석 등), 절연성(알루미나 기판,
LTCC 기판 등), 전도성(전자전도체, 이온전도체 등)을 가지는 부품들이 포함
전략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원료경제 기술의 발전과

•(세계) 세라믹 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452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5.4%로

성장해

2024년

3,36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소재·부품 생산의 신뢰성
갖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
•차세대 유망 기능성 소재 분야로 국가 기초산업 및

•(국내) 국내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은 2018년 993억

융복합 산업의 적용 신기술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나,

원에서 연평균성장률 7.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국내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경쟁력 선진국대비

1,5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매우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타

소재

대비

높은

내수기반 산업임

정책 동향
•전자세라믹 부품산업은 일본,

기술 동향
미국 등의 선진화된

기술과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에 따른 정책적
기반의 재정립 필요

•선진국들은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라믹

원천소재 및 융·복합 기술개발의 투자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하이테크 전략 2020,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등을
통한 소재산업 육성 추진

•전자세라믹 부품재료 개발에 효율적인 새로운 대체재료
개발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고방열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해외) KYOCERA, NTK, Sumitomo, SCHOTT
•(국내) 메탈라이프, 아이엠텍, 보성반도체, 세종반도체

•MLC(Multi Layer Ceramic) 세라믹 패키지 기술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저열팽창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산화물 및 복합 산화물 세라믹 원료 기반 패키지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전자세라믹 부품의 고밀도화, 초고속화, 다기능화에 수반되어 세라믹 패키지 재료는 저유전율,
우수한 열전도성, 낮은 열팽창율, 높은 기계적 강도 및 기밀성 등의 신뢰성 확보
➜ 원료경제 기술의 발전과 소재·부품 생산의 신뢰성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다기능 고방열/절연
소재 기술 개발
➜ 전자세라믹 소재·부품 원천기술 및 관련 산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범국가적 지원아래
산·학·연 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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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세라믹 패키지(Ceramic PKG)란 알루미나 또는 지르코니아 같은 무기물을 고온 소성시켜
만든 물질로 센서, 고주파, 고출력 LED, 의료용, 국방용 전자부품 등을 조립하는데
Case(케이스)로 사용됨
▪ 성능에 따라 압전성(압전 버저, 음향필터, 진동자, 압전착화소자 등), 유전성(커패시터, 마이크로파
유전체 등), 반도성(서미스터, 바리스터 등), 자성(Soft/Hard Ferrite, Ferrite 자석 등),
절연성(알루미나 기판, LTCC 기판, IC 패키지 재료 등), 전도성(전자전도체, 이온전도체, 초전도체
등)을 가지는 부품들이 포함됨

 전자세라믹스는 광업 및 기초산업에서 산출되는 원료(Raw Materials)를 1차 가공하여
전기전자적인 성능을 발휘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기계 및 기구를 조립하는데 사용하는
세라믹 소재와 전기·전자적 기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전기, 전자, 반도체,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스로 제조된 주요 핵심소재 및 부품을 말함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하고, 높은 경도와
탄성계수, 내식성, 내마모성, 상대적으로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짐
 또한, 고주파 특성이 좋고 열에 강하며 각종 온도특성을 비교적 쉽게 구현 가능하고, 극성이
없으므로 기판장착에 유리하여, 이동통신기기, 디지털 가전 등 세트제품의 디지털화,
고주파화 및 소형화에 따라 사용 확대되는 추세
 반도체소자 등이 탑재되는 기판부가 질화알미늄 소결체 또는 탄화규소 소결체 등의
고열전도성 세라믹으로 되고, 금속 도체 배선을 가지며, 이 기판부상에 접합되는 틀몸체부가
뮤라이트 소결체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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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전자세라믹 핵심부품 소재기술 수준은 선진국대비 83.8%로 취약함에도 불구, 타 소재 대비
R&D 투자비중이 5.3%로 가장 낮은 실정이고, 첨단세라믹 원료 및 공정장비 자립화
미흡으로 수입 의존성 강함
▪ 기존 생산업체(범용원료)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제품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
▪ 세라믹 기업 및 장비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역량 부족, 제품성능 신뢰성 문제로 첨단세라믹 핵심
공정장비의 대부분(특히, 일본)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국내 첨단 전자세라믹 부품산업은 98%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체 수
대비 높은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 고부가가치 산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작고 품질 및 기술경쟁력 부문에서 선진국대비 열위에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함
▪ 높은 시장성과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지만, 소재·부품 제조에 대한 원천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창조경제시대의 요구조건과 미래 메가트렌드에
맞춰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형 지원정책 마련, 지역별 차별화 전략 수립, 통계체계 구축 등과
같은 첨단세라믹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 시급함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세라믹 산업만의 독립적인 산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개발
중점 육성, 신규 시장 창출, 무역역조 손실 회복 등 국가적인 성과 창출 도모
▪ 현재까지 부품 소재 단위의 정책 마련과 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세라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집중 지원은 부족

 반도체 성능과 수명을 좌우하는 패키지 기술이 세라믹과 접목해 세라믹 패키지 산업의 필요성
및 활용도 증대
▪ 세라믹 패키지는 고효율, 절연성, 방열성에서 매우 뛰어난 소재이며 점차 저항을 최소화하는 상호 접속
기능과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열관리 능력, 더 나아가 패키지 통합(Integration) 기능 등 반도체 기능을
극대화하는 역할이 점차 강조
▪ 세라믹 패키지는 화합물 반도체, 산업용·의료용 레이저, 광 통신, 우주 항공, 국방용 센서,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기에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 필수
▪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혁신하는 핵심기술로 “개별소자의 개념”에서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반도체 형태의 개념”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스템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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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가치사슬
 (가치사슬) 세라믹산업 생태계는 원료, 분말, 소자, 부품,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산업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구조로, 금속, 화학소재와 함께 3대 소재로 차별적인 기계적,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태양전지, 각종 센서 및 우주항공용 부품 등 미래융합산업을
위한 핵심소재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후방산업) 소재, 소자 및 패키지를 위한 산화물 및 복합 산화물, 비산화물 등의 세라믹 원료로
구분
▪ 산화물 및 복합산화물(산화아연, 산화규소, 산화코발트, 산화지르코늄, 산화니켈, 산화코발트,
산화주석, 산화비스무스, 산화바나듐, 산화티탄, 산화티탄바륨, 산화티탄납 등)
▪ 비산화물(탄화규소, 탄화티탄, 질화티탄, 탄화티탄, 탄소 및 흑연, 규산칼슘 등)

 (전방산업) 세라믹 패키지가 적용되는 스마트폰, 이동통신기기, 센서, LED조명 등으로 구분
▪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모듈(ISM)
▪ 센서에서는 MEMS, LiDAR, Image 센서용 세라믹 패키지와 광학 필터, 소형 카메라 모듈 등
▪ LED 조명에서는 주택 조명에서부터 차량 헤드램프
[ 세라믹 패키지 분야 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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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

세라믹 패키지 분야

전방산업

세라믹 원료
(산화물 및 질화물, 복합 산화물
등)

세라믹 패키지
LED 패키지

반도체, 전지, 센서, 조명

세라믹 패키지

(2) 다양한 분류
 세라믹 패키지는 기판의 소성온도에 따라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TCC;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과 고온 동시 소성 세라믹(HTCC; High Temperature Co-fired
Ceramic) 구분될 수 있음
▪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소성온도가 900℃~1000℃ 이므로 접합부의 강도를 구현하기 어려움
▪ (고온 동시 소성 세라믹) 1600℃이상 소성을 진행하므로 접합부로서 산화성이 매우 강한
몰리브덴(Mo), 텅스텐(W)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몰리브덴과 텅스텐은 매우 강한 환원 분위기에서
소성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분위기 제어가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짐
▪ (금(Au)-주석(Sn)을 이용한 실링) 금(Au)-주석(Sn)의 제조 단가 높아 제조 원가 측면에서 효율이
낮음. 따라서, 제조원가가 낮으면서 실링(sealing) 특성이 향상된 세라믹 패키지가 필요한 실정임

 가장 일반적인 적층 세라믹 패키지는 PGA(Pin Grid Array), SBP(Side Braze Package),
Flat package, LCC(Leaded Chip Carrier), LLCC(Leadless Chip Carrier)로 나눌 수 있으며
대형 컴퓨터용 MCM(Multi-Chip Module)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음
 세라믹 패키지는 Electronic Control Unit(ECU)s, LED packages, Millimeter-wave MMIC
packages용의 Automotive Electronics 다층 세라믹 패키지와 3D Sensing, Large Scale
Integration(LSI) Devices, Light Emitting Diodes(LEDs)용 Multi-Chip Module(MCM),
Power Electronics로 분류 가능
[ 세라믹 패키지 종류 ]

자료: KYOCE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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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첨단세라믹의 중요성 확대
 세라믹 패키지 산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핵심산업으로 급부상
▪ 기술적 파급효과
- 고방열성 & 고절연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확보
-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 IT 기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시장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소재 증가에 따른 핵심원료의 자립화 기대
- 전자부품 소재 산업으로의 기술 응용 기대
- 5G 기술 관련 대체소재 기술 확보
▪ 경제적 파급효과
- 첨단 전자세라믹 부품 소재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 세라믹스 소재와 관련된 전후방산업 품목들은 부가가치 면에서 원료-핵심소재-부품-기기 등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더해진 시장 규모의 비약적인 증가
▪ 사회적 파급효과
- 전자·정보통신 산업 등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최근 전자기기가 점차 소형화되면서도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종류와 용량이 늘어나면서 최소
부피에 최대한 많은 반도체를 쌓는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MCP(Multi Chip Package)는 여러 개의 메모리칩을 쌓아올려 한 개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으로써,
부피를 적게 차지하면서도 데이터 저장용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형 전자
기기에 많이 사용
▪ 휴대폰용 MCP의 경우에 8Mbit 플래시와 2Mbit S램과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휴대폰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커지면서 NAND 플래시와 PS램(Pseudo SRAM) 등이 그
자리를 차지

 신뢰성 높은 세라믹 패키지와 기판이 스마트폰, 광섬유, 자동차 전자장치, 헤드라이트 LED 및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구성품을 소형화, 반도체 시장은 슈퍼 싸이클이 도래하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의 양품, 불량품을 판정하는 테스터 및 그에
필요한 프로브카드, MLC 수요는 증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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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산업의 진입장벽 극복 필요
 기술집약적 제품인 MLC (Multi Layer Ceramic)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국내외 영업 측면에서의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함
▪ 먼저 많은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특성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세라믹 패키지가 속하는 전자세라믹스의 요구 성능은 이동통신용 부품의 경우 소형화,
다기능화, 초고속화이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대형화, 경량화, 고화질화, 플렉서블화 및
저가격화임
▪ 전자세라믹스는 최종제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재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융복합 기능화가 메가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세라믹스 소재 및 부품 공급업체인 중소기업과 수요업체인 대기업 간의 납품가격, 품질 등에서
대립 마찰이 심화되어 수급체계가 불안해질 우려 있음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소재부품 선진국들은 기존시장의 유지를 위해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치중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으며 후발
개도국인 중국 등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면서 대체수요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향후 전자세라믹 부품 소재는 고밀도화, 초고속화, 다기능화에 필요한 고방열성, 고절연성,
낮은 열팽창계수, 높은 기계적 강도 등과 더불어 낮은 제조원가 등 가격 경쟁력 등의 주요
시장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현재 MLC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는 일본의 KYOCERA, NTK 및 국내 아이엠텍 뿐이며,
이 중 LTCC가 아닌 HTCC로 12인치 MLC를 공급하는 업체는 KYOCERA와 아이엠텍뿐이지만
MLC는 사업 특성 상 납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KYOCERA의 경우 단납기 대응에 대한
제약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사업진행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라믹 분야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첨단 전자세라믹 부품산업의 98%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제품 사업화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임
▪ 모바일과 5G 통신기기의 80%가 첨단세라믹 소재부품이며 스마트카에는 300여 개의 세라믹
센서가 필요함
▪ 자율주행차, 스마트 무인항공기, 지능형 기계에는 가벼우면서도 강한 세라믹섬유 복합재 적용이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47

전략제품 현황분석

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전 세계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은 2018년 86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9%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및 국내 모두 전자세라믹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전자세라믹스 부품 소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전기·전자 세라믹 세계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8,672

9,270

9,910

10,593

11,324

12,106

12,941

6.9

* 출처 : Global Electronics Ceramics & Electrical Ceramics Market  Industry Analysis and Forecast (2019-2027),
Maximize Market Research, 2019를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세부 분야로는 전지용 부품과 콘덴서(캐패시터)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구 및
연마재는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
▪ 유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LED 제조장비용 부품, 수송기계류 부품, 반도체, 통신 및 디스플레이
부품 등 5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세는 둔화 되었지만 시장의 Cash Cow 역할이 기대

 세라믹 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4.5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5.4%로 성장해 2024년
33.6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전자세라믹스 소재 및 부품 공급업체인 중소기업과 수요업체인 대기업간의 납품가격, 품질 등에서
대립 마찰이 심화되어 수급체계가 불안해질 우려 있음
▪ 패키지 부품은 일본의 교세라, NTK, 스미토모사가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세라믹스 소재 시장은 다수 후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세라믹 패키지 세계시장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2,452

2,585

2,724

2,871

3,026

3,190

3,362

5.4

* 출처 : Ceramic Package Market 2020, 360 research repor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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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은 2018년 993억 원에서 연평균성장률 7.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5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기·전자 세라믹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993

1,068

1,149

1,237

1,331

1,432

1,540

7.6

* 출처 :Marketsandmarkets, Advances Ceramics Market(2020)과
동향(2017)을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규모는 세라믹 시장의 35.2%로 계산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산업현황

및

표준화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전자세라믹스 기술 우위 확보가 가능
 산업에서 소요되는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동안 전자세라믹 산업을
견인하던 스마트폰 시장이 저성장 기조를 보임에 따라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세라믹 패키지 산업 SWOT 분석 ]

내
부

긍정적

부정적

< 강점(Strengths) >

< 약점(Weakness) >

•세계 최고의 반도체 부품 생산력

•관련 사업 기반 및 투자 자본 미약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첨단 IT기기 시장수요 확대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 세라믹 산업은 흥망성쇠가
수요산업의 동향에 따라 좌우

•IT, 반도체 등 국내 연관 산업의 고도성장

•국내 수요 대기업이 자사 벤더에 편입된 기업과의

•일부 원료소재 국내 생산기반 구축

협력관계 유지를 선호하면서 신규 기업의 판매

•IT, 휴대폰 등 우수한 전방산업 보유

진입장벽으로 작용
< 위협(Threats) >

< 기회(Opportunities) >
•21세기

외
부

첨단기술

시대에

적합(소재의

고성능화,

기능화, 다양화, 전문화)

•일본에 의한 기술개발 종속과 중국에 의한 추격
•기술이전 시장선점에 의한 높은 진입장벽

•중국, 동남아시아지역 등 대규모 수출시장 인접

•중국, 동남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이 경쟁업체로 급부상

•IT, 휴대폰 등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 심화로 기술이전 곤란(특허
분쟁 소지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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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세라믹 패키지는 일본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기술국 대비
79.2%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1.7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2.7%, 기술격차는 2.2년으로 평가
▪ 미국(90.4%)>EU(80.3%)>한국(79.2%)>중국(73.5%)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3)
▪ 세라믹 패키지는 6.53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세라믹 패키지 기술적 요구사항
 반도체, 이동통신과 LED 등의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자부품의 소형화, 저가격화,
다기능화, 고기밀성 및 고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음
▪ 세라믹 패키징은 반도체 칩(IC)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상호 배선,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으로, 세라믹의 특성인 고방열성 및 고절연성을 활용해서 반도체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킴
▪ 패키징은 과거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기계적 서포트가 주 목적이었다면, 점차 저항을
최소화하는 상호 접속 기능과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열관리 능력, 더 나아가 패키지
통합(Integration) 기능 등 반도체 기능을 극대화하는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향후 연구개발 방향은 고기밀성 및 고신뢰성 전자부품용 세라믹 패키지 개발의 고도화와 다른
응용분야의 발굴
▪ 다른 응용 분야로는 국방용 전자, 적외선 센서, 우주항공 분야, 통신용 광전 하우징(Opto-electronics
housing), 의료용 Multi-chip 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패키지 개발 등이 있음

3)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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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의 조건 ]
조건

CAGR

밀폐성

반도체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공기/
수분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구조

방열

반도체소자를 작동하면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며, 열에 의해 성
능 저하 및 기능 고장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빼낼 수 있는
구조

저 열팽창 계수

열팽창 및 수축으로부터 반도체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

전기적 연결

반도체소자를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단자 및 패턴을
갖는 구조

내구성

군수 규격(MIL Standard, 통신 패키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
한 시험 방법)을 만족할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 구조

내열성

공정(Die Attach, Wire Bonding, Soldering) 온도인 최대 300
도까지 견딜 수 있는 안정한 구조

순금도금 표면

반도체소자를 장착하고 전기적 연결을 위해 Die Attach, Wire
Bonding, Soldering이 가능한 구조

* 출처 : 메탈라이프 투자설명서

◎ 세라믹 패키지 제조 기술
 고온 동시 소성 세라믹(High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HTCC) 기술은 Al2O3(Alumina)
등을 주성분으로 내부 전극을 W 또는 Mo, Mn계와 같은 고융점 금속을 내층 배선 및 층간
통전용으로 사용하여 수소나 질소 또는 혼합형으로 환원 분위기에서 약 1,500℃ 이상으로
소성해서 제조
▪

고온성질, 내화학성, 높은 열전도도, 기계적 강도 등이
Temperature Co-fired Ceramic)의 용도가 확대되는 추세

요구되는

분야에서

HTCC(High

▪ 광화합물 반도체인 인듐인(InP)과 갈륨비소(GaAs), RF화합물 반도체인 질화갈륨(GaN)과 갈륨비소를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종 소재 간 접합에 뛰어난 브레이징 접합 기술이
사용됨
▪ HTCC기술은 텅스텐 혹은 몰리브덴 등의 내열금속의 사용은 큰 저항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점과
이들 내열금속의 부식방지와 후공정에서의 금속 연결을 위해 피막을 입혀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이들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원 분위기에서 소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단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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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LTCC)는 5G용 중계기의 필수
부품인 RF(Radio Frequency) 파워 트랜지스터용 패키지 모듈 분야에 적용
▪ LTCC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PCB 기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열에 대한 불안정성, 약한
기계적 강도를 개선하여 기존 PCB로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회로나 부품을 만드는 측면에서 개발
▪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세라믹만이 가지는 장점인 다양한 전자기적 물성, 내환경성,
내열성, 강한 기계적 강도를 활용하여 전자 부품 이외에 광학 부품, 바이오 부품, 우주항공 부품,
자동차부품 등의 새로운 응용 분야로 확대 중
▪ LTCC 기술에서는 금(Au) 혹은 은(Ag)과 같은 전도성이 우수하고 산화분위기에서도 소성이 가능한
전도성 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저항기, 커패시터, 인덕터 등의 다양한
수동소자를 구현하는 것이 용이
[ 3D 회로적층 구조를 이용한 LTCC 모듈의 개략도 ]

*출처:알엔투테크놀로지 기술분석보고서, 한국IR협의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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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글로벌 세라믹 패키지 시장의 선두 기업은 KYOCERA Corporation, LEATEC Fine
Ceramics, NTK Ceramics, SCHOTT, MARUWA, ChaoZhou Three-circle (Group), NCI,
AMETEK, Yixing Electronic, Hebei Sinopack Electronic Tecnology Co. Ltd, Shengda
Technology임
▪ 반도체 패키지는 세계적으로 교세라 및 NTK 등의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패키지 부품은 일본의 교세라, NTK, 스미토모사가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모듈 부품은 일본의 무라타 등이 세계시장
을 선도하면서 적용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음
 (KYOCERA) 컴퓨터, 광통신, 무선 네트워크, 의료 기기, 자동차, 우주 항공학 등 수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NTK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IC packaging, peizo-electronics, 세라믹
필터, 파인 세라믹, 세라믹 절삭 공구 등의 기술의 핵심 요소를 제공하고 있음
▪

Ceramic Organic PKG Manufacturing을 전문으로 반도체, 전자통신, 순수 Ceramic관련
부품생산을 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의 기술 제공과 관련하여 세림테크와 협력하고 있음

 (NTK) 컴퓨터, 광통신, 무선 네트워크, 의료 기기, 자동차, 우주 항공학 등 수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NTK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IC packaging, peizo-electronics, 세라믹
필터, 파인 세라믹, 세라믹 절삭 공구 등의 기술의 핵심 요소를 제공 중
▪ 제품 종류는 CLCC, SMD PKG, HTCC, LTCC임

 (SCHOTT Electronic Packaging) 모든 종류의 밀폐 하우징 기술을 제공하는 유럽 유일의
회사로, HTCC(high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고온 동시소성 세라믹)의 제조에서
강력한 기반을 쌓아왔고, VIA electronic과의 제휴로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 하우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고온 및 저온 동시소성 다층 세라믹(HTCC 및 LTCC)은 데이터 통신, 마이크로웨이브 패키징,
산업용 레이저센서 적용분야(자동차, 의료용, 방위산업), 전력 전자, MEMS 기술에 적용 가능

 (Sumitomo) VF, ZV, ZB Packages를 제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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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메탈라이프) 패키지 제조에 필요한 세라믹기술과 Heat Spreader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RF 트랜지스터 시장의 국내 최대 기업인 RFHIC와의 M&A로
5G 시대에 대응한 부품‧소재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5G용 광통신 송/수신 모듈용 TOSA/ROSA 패키지의 국산화를 위한 RF설계 및 세라믹 제조 기술과 5G용
스몰셀 중계기용 표면 실장타입의 세라믹과 금속의 히트싱크가 접합된 소형 기밀 패키지를 개발 중
[ 메탈라이프 RF 파워 패키지 ]

* 출처 : 메탈라이프 제공

▪ 5G용 RF FEM(Front-End Module)과 광(Optic) OSA(Optical Sub-assembly) 패키지 개발과
항공, 우주 분야 MCM용 다층 구조의 세라믹 패키지와 산업용, 의료용, 미용 등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발생기용 유전체 격벽타입의 소형 세라믹도 개발 예정 중

 (아이엠텍) LTCC(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다층세라믹
기술을 바탕으로 세라믹 패키지용 기판(플래시용 LED 패키지 기판, 조명용 LED 패키지
기판, 주문형 LED 어레이 패키지 기판)과 RF 모듈(이동통신용 모듈, 내장형 안테나,
블루투스 모듈, RFID, 자동차용 모듈) 등을 개발하고 있음
▪ LTCC는 소형 및 고기능의 RF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기술 중의 하나로, 800℃~1000℃
정도의 저온에서 세라믹과 금속의 동시 소성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을 형성하는 LTCC는 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 등의 수동소자들을 기판내부에 실장함으로써 부품을 고집적화하고 경박단소화시킬 수 있음
▪

안테나 스위치 모듈(ASM)과 프런트엔드모듈(FEM), 반도체프로브카드용
트랜스포머이며 블루투스 모바일폰용 칩안테나, 칩LED용 세라믹 패키지 제조

LTCC

스페이스

 (알엔투테크놀로지) LTCC 소재와 이를 활용한 이동통신 부품, 의료기기용 기판을 공급하는
세라믹 소재 전문기업
▪ 알엔투테크놀로지의 LTCC 소재는 일반적인 LTCC 제품보다 유전율이 높아 적측형 세라믹 부품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높은 품질계수와 “0”의 공진 주파수 온도계수로 인해
부품의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료
▪ LTCC 소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Glass가 첨가되지 않아 기존 제품들보다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며, 유전율이 40으로 높아 소형화나 Capacitance 구현에도 유리

54

세라믹 패키지

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세라믹 패키지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한국세라믹연구원

-

연구분야

• 반도체 산업세라믹 실용화 센터

• 우주급 고신뢰성 메모리 패키징 기술 및 부품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

• 세라믹 패키지 기판을 이용한 hermetic 패키징 설계,
제작 및 검증
• 광통신, 우주항공, 각종 센서용 알루미나 세라믹 소재
및 텅스텐/몰리브덴 등의 내열금속 소재를 사용한

메탈라이프

민간기업

적층 세라믹 부품 제조기술
• 몰리/망간 메탈라이징 기술을 이용한 이종 소재의
고온 브레이징 접합 기술
• LTCC (저온동시소성세라믹, Low Temperature

아이엠텍

민간기업

Co-fired Ceramic) 기반의 다양한 모듈 개발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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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국세라믹연구원) 디지털 융합기술과 산업도자의 핵심소재개발,
정책·연구개발과 함께 기업창업‧성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통세라믹

관련

▪ 터빈 엔진용 세라믹 보호코팅기술, 항공기엔진이나 우주발사체 발전용 터빈부품 내구성을 높이는
소재 코팅 기술 등을 개발
▪ 또한 원천기술 연구와 함께 공정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임

 (메탈라이프) 알루미나 세라믹 소재 및 텅스텐/몰리브덴 등의 내열금속소재를 사용, 적층
세라믹 제조공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세라믹 부품 제조기술 및 생산시설 보유하고
있으며 몰리/망간 메탈라이징 기술을 이용한 이종 소재의 고온 브레이징 접합기술도
보유하고 있음
▪ 패키지 제조에 필요한 세라믹기술과 Heat Spreader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RF 트랜지스터 시장의 국내 최대 기업인 RFHIC와의 M&A로 5G시대에 대응한
부품‧소재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5G용 광통신 송/수신 모듈용 TOSA/ROSA 패키지의 국산화를 위한 RF설계 및 세라믹 제조기술과
5G용 스몰셀 중계기용 표면 실장타입의 세라믹과 금속의 히트싱크가 접합된 소형 기밀 패키지를
개발 중
▪ 5G용 RF FEM(Front-End Module)과 광(Optic) OSA(Optical Sub-assembly) 패키지 개발과
항공, 우주 분야 MCM용 다층 구조의 세라믹 패키지와 산업용, 의료용, 미용 등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발생기용 유전체 격벽 타입의 소형 세라믹도 개발 예정 중

 (아이엠텍) 반도체 검사용 MLC 제품 및 세라믹 부품 소재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있는
스마트폰 및 반도체 부품 전문 업체로, 모바일 안테나, 카메라 모듈, 반도체 검사용
MLC(Multi-Layer Ceramic)를 제조하고 있음
▪ LTCC(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기반의 다양한 모듈을 개발
제조하고 있음.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반도체소자의 전기적 기능을 검사하여 제품의 불량 판정을 하는
테스트 장비의 핵심부품인 프로브카드에 사용되는 MLC를 제작하여 LG전자에 납품하고 있음
▪ 프로브카드의 핵심부품인 MLC는 세라믹 제조기술의 집약체로 제작기술 및 제작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MLC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12" 대면적 세라믹을 제작하는
생산기술, 세라믹 표면에 50㎛ 이하의 미세패턴을 구현하는 패턴기술, 비아를 구현하기 위한 시트
펀칭기술, 세라믹 내부 회로를 구현하는 인쇄기술, 최대 60,000개의 비아를 일치하도록 쌓는
적층기술, 설계에 맞게 수축률을 조절하는 소결기술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

 (세종반도체) 7 x 5mm 수정발진기 세라믹 패키지를 국산화한데이어, 6 x 3.5mm
수정진동자 세라믹 패키지 개발, 일본, 대만업체로부터 제품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7 x
5mm, 5 x 3.2mm TCXO 세라믹 패키지 국산화했으며, 5 x 3.2mm 수정진동자 세라믹
패키지 개발 중임
 (한원마이크로웨이브) 수정발진기 및 수정진동자 세라믹 패키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상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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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 동향
 세라믹 패키지는 ’10년부터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냄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의 67%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세라믹 패키지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18%, 한국은
12%, 유럽은 4% 순으로 나타남

[ 세라믹 패키지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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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0년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
▪ 내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
▪ 일본의 출원수에 비해 18% 정도로 낮은 규모를 나타냄

 미국의 출원현황은 출원수가 매년 40건 이하로, ‘05년을 전후하여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출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체 특허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국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으로 세라믹 패키지 관련
일본 시장에 대한 자국 출원인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58

세라믹 패키지

(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세라믹 패키지, 세라믹 기판, 제조 방법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 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상위 키워드는 유사하고 세라믹 기체, 전극 패드, 기밀 패키지, Electrically Coupled, 기판 본체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세라믹 패키지 분야에는 고방열성과 멀리레이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세라믹 패키지, 세라믹 기판, 제조 방법, Ceramic Package, 전자 부품, 기밀 밀봉, Ceramic Substrate, 반도체
소자, 세라믹 기체, 패키지 본체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세라믹 패키지, 패키지 본체, 세라믹 기판, Ceramic
Package, 제조 방법, Ceramic Substrate, 전자 부품,
직사각형 표면, 기밀 신뢰, 평면시 외형

2구간(2016년~2020년)

•세라믹

패키지,

Ceramic

Package,

Ceramic

Substrate, 세라믹 기판, 패키지 본체, 세라믹 기체,
전극 패드, 기밀 패키지, Electrically Coupled, 기판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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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세라믹 패키지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주요 출원인은 모두 일본에 출원 건을 집중한 것으로 조사됨.
제 1 출원인으로는 일본의 NGK SPARK PLUG CO LTD인 것으로 나타남
▪ 제 1 출원인인 NGK SPARK PLUG CO LTD의 출원은 일본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세라믹 패키지 관련 기술로 실리콘 반도체을 다루는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개인)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세라믹 패키지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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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NGK SPARK PLUG CO LTD
 NGK SPARK PLUG CO LTD는 일본 자동차용 전장부품 기업으로, 발광소자 탑재용 세라믹
패키지 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 다만, 전체 146건 대비 등록된 특허는 26건으로
등록특허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주요 특허들은 세라믹 패키지의 내구성, 성능 및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것으로 파악
[ NGK SPARK PLUG CO LTD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6298009
(2015.06.05)

세라믹 기판 및
세라믹 패키지

금속 부재 접합 시, 높은 온도가
더해져도 파손 어려운 세라믹 기판 및
세라믹 패키지

JP6450612
(2015.03.11)

전자 부품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세라믹으로 이루어지는 상자 형상의
패키지 본체에서 적어도 한쪽 표면으로
개구하는 캐비티를 가지는 세라믹
패키지

JP6266369
(2014.02.07)

발광소자 탑재용
세라믹 패키지

발광소자로부터의 빛을 효율 좋게
반사시킬 수 있고, 또한 신뢰성이 높은
발광소자 탑재용 세라믹 패키지

JP6276040
(2014.01.20)

부품 탑재용
패키지의 제조 방법

단면 쓰루 홀 도체에서 접속 부족을
회피해 신뢰성이 높은 부품 탑재용
패키지

세라믹 패키지

메탈라이즈층 위에 납땜 된 금속틀체
위에 금속뚜껑이 용접되어서 걸리는
용접시에 상기 메탈라이즈층이 박리하기
어려운 세라믹 패키지

JP5925057
(2012.06.04)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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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K ELECTRONICS DEVICES INC
 NGK ELECTRONICS DEVICES INC는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공정 장비 기업으로, 다수의
세라믹 패키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 전자제품용 세라믹 패키지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일본에 출원
▪ 전자제품 소자 수납용 패키지에 관련하여 출원을 진행한 특허 모두 일본에 출원한 것으로, 자국 내
출원 성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
[ NGK ELECTRONICS DEVICES INC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6312256
(2014.12.09)

전자부품 수납용
패키지

반도체소자나, 수정 진동자등의 전자
부품을 수납하기 위한 세라믹 기체와
세라믹틀체의 다층 구조로 이루어지는
전자부품 수납용 패키지

JP6029173
(2013.02.04)

세라믹 패키지 및
그 제조 방법

집합체로부터 정상인 개편체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용 홈을 가지는 세라믹 패키지

JP6108734
(2012.09.18)

전자 부품 소자
수납용 패키지

고리형 금속틀체의 접합 강도가 높고,
소형이고 기밀 신뢰성이 뛰어나는 전자
부품 소자 수납용 패키지

JP6129491
(2012.08.06)

다수개 잡기 배선
기판

분할구의 분할성이 뛰어나며, 바리의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 패스폭을 넓게
해 소형이고 기밀 신뢰성이 뛰어난 다수개
잡기 배선 기판

JP5937012
(2011.10.31)

전자 부품 소자
수납용 패키지

세라믹 기체의 굴곡강도와,
메탈라이즈층의 메탈라이즈 접합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전자 부품 소자 수납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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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OCERA CO
 KYOCERA CO는 일본의 파인 세라믹 부품,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 부재, 세라믹 패키지
기업으로, 전체 94건 중 등록특허 44건 보유
▪ 발광장치, 방전기 전자부품용 반도체 실장 패키지 등의 응용 특허를 다수 보유
[ KYOCERA CO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6334702
(2015.07.17)

발광 장치

패키지와 투광성 부재를 접합하는 접합재에
의해서 발광량이 저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발광 장치

JP6423283
(2015.02.25)

세라믹 배선 기판 및
전자 부품 실장 패키지

크랙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세라믹 배선
기판 및 전자 부품 실장 패키지

JP6411850
(2014.10.07)

방전기용 패키지 및
방전기

방전관에서 발광량의 저하가 억제 가능한
방전기용 패키지 및 이를 구비한 방전기

JP6368597
(2014.09.11)

수정진동자 실장 패키지

수정진동자를 고정하기 위한 접합재에 의한
절연 불량의 발생 억제가 가능한 수정진동자
수납용 세라믹 기판 및 수정진동자 실장
패키지

JP6334192
(2014.02.21)

압전 장치 및 그 실장
구조

환경 온도 변화에 의해서 개개의 접합으로
응력이 집중하기 어렵고, 접합 강도를 높게
해 고신뢰성화를 도모하는 실장 구조의 압전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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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삼성전기주식회사
 삼성전기주식회사는 첨단 전자부품에서 기계부품까지 아우르는 제조회사로 압전소자, 세라믹
기판 및 (압전)진동자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
▪ 삼성전자는 압전소자, 세라믹 기판 및 (압전)진동자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특허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
[ 삼성전기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117483
(2015.03.05)

압전 진동자

압전소자와 배터리 소자를 하나의
패키지에 함께 탑재시킴으로써 회로 설계
자유도를 높이고, PCB 상의 공간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압전 진동자

KR2139757
(2015.02.25)

세라믹 기판, 그의 제조
방법 및 그 세라믹
기판을 이용한 수정
진동자 패키지

소성 후 박리를 방지할 수 있는 세라믹
기판 및 이를 이용한 수정진동자 패키지

KR2068810
(2014.12.15)

수정진동자 패키지 및
그의 제조방법

리드(lid)의 정렬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밀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정진동자
패키지

KR1883004
(2011.12.22)

압전진동편 및 압전
진동편을 이용한 압전
디바이스

저항값을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는 압전진동편

KR1328221
(2010.11.26)

압전진동자

기밀성을 향상시켜 고신뢰성 및
저가격화를 도모하는 압전진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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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엘지이노텍 주식회사는 한국의 전자부품 및 소재 제조기업으로, 발광소자 패키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31건 출원하였으며, 31건의 특허 중 등록된 특허는 7건을 보유하여 등록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007404
(2012.12.14)

발광소자 패키지

와이어가 BBOS 방식으로 본딩되어
와이어 본딩 구조가 견고한 발광소자
패키지

KR1209418
(2011.12.27)

세라믹 기판을 이용한
이미지 센서 패키지 및
그의 제조 방법

세라믹 기판의 워피지에 의해 칩의
파손을 방지

KR1891717
(2011.12.22)

발광소자 패키지 및 이를
포함하는 조명시스템

금으로 전극이 구성되어 내산화성이
강하여 전극의 내구성이 강하고 전극
간의 단락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는
발광소자 패키지

KR1789825
(2011.04.20)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발광소자 패키지

세라믹 몸체를 적용하여 방열성이
향상되며, 공정이 단순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자외선 발광소자 패키지

KR1164971
(2010.09.03)

세라믹 입자층을 갖는 필름
타입의 광소자 패키지 및
그 제조 방법

격벽에 의한 반사율을 증가시키고,
외부 열 충격에 강한 세라믹 입자층을
갖는 필름 타입의 광소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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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 주식회사
 서울반도체 주식회사는 한국의 LED 조명, 반도체 패키지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8건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진행한 8건의 특허 중 6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
[ 서울반도체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550041
(2014.12.17)

세라믹 패키지 제조방법

캐비티를 갖는 미소성 세라믹
기판으로부터, 절단 패턴 형성, 소성 및
절단의 단계를 거쳐, 발광다이오드 실장을
위한 세라믹 패키지

KR0984209
(2008.06.16)

패키지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발광소자 및
발광소자 제조방법

장시간 구동에도 신뢰성이 보장되고,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가공하고자 하는
형상 디자인에 제한이 적은 패키지
제조방법

KR1080097
(2004.08.16)

세라믹 본체를 채택하는
발광 다이오드 패키지

복수개의 세라믹 시트들을 사용하여
저온에서 동시소성된 세라믹 본체를
채택하는 발광 다이오드 패키지

KR0620214
(2004.07.01)

방열효율이 향상된
고출력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고열전도성의 세라믹스를 패키지 하우징의
재료로 적용하여 방열효율이 향상된
고출력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방열효율이 향상된 단색
고출력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단색 고출력 발광다이오드 패키지의
패키지 하우징재질을 고열전도성
세라믹으로 구성하여 고출력
LED칩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발산하는
방열효율이 향상된 단색 고출력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KR0593152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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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세라믹 패키지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17로 세라믹 패키지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56으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142

6.1%

0.06

1

106

4.6%

0.11

2

KYOCERA CO(일본)

94

4.1%

0.15

3

KYOCERA CORP(일본)

62

2.7%

0.17

4

60

2.6%

0.20

5

57

2.5%

0.23

6

삼성전기주식회사(한국)

54

2.3%

0.25

7

EPSON TOYOCOM CO(일본)

53

2.3%

0.27

8

DAISHINKU CO(일본)

48

2.1%

0.29

9

SUMITOMO ELECTRIC IND
LTD(일본)

46

2.0%

0.31

10

전체

2312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166

55.7%

0.56

대기업

111

37.2%

연구기관/대학

21

7.0%

전체

298

100%

NGK SPARK PLUG CO
LTD(일본)
NGK ELECTRONICS DEVICES
INC(일본)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NIPPON DEMPA KOGYO CO
LTD(일본)
SUMITOMO METAL
ELECTRONICS DEVICES
INC(일본)

CR4=0.17
n

CR중소기업=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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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소송 현황 분석
 세라믹 패키지 관련 기술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력 검토
▪ 2016년 11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원고 Tessera, Inc.와 Avago Technologies Limited간의 경성
인터포저와 마이크로 전자부품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 Tessera, Inc. 는 다양한 세라믹 부품과 관련된 특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세라믹 패키지 관련 특허소송 현황 ]
명칭

1

68

US6573609
(2001.01.26.)

출원인

원고 v. 피고

Microelectronic component with
rigid interposer

Tessera, Inc.

Tessera, Inc.
v.
Avago Technologies
Limited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Semiconductor devices

2016.11.07

2017.12.21

세라믹 패키지

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1,133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세라믹 패키지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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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4)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ceramic, connect,
클러스터 terminate, package, pad, •Ceramic package for housing electronic components
01
electrode, surface, wire, •Stud bump and formation method thereof
form, pattern
•Method for manufacturing optical unit, optical unit,
package, ceramic,
optical scanner and image forming apparatus
클러스터 semiconductor, element,
•Ceramic with hollandite structure incorporating cesium
02
portion, emit, surface,
usable for packaging of radioactive cesium and its
mount, image, lead
synthesis method
•Impedance matching along vertical path of microwave
vias in multilayer packages

요소기술 후보
-

-

고방열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signal, line, optic,
•Ceramic package, method for reducing joint noise in
클러스터 ceramic, package, layer,
고밀도 세라믹
ceramic
package
and
controlling
impedance
03
plane, laser, module,
패키지 기술
discontinuity, and computer program (noise joint
multi-lay
reduction and impedance discontinuity control in 저열팽창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high-speed ceramic module)
package, surface,
클러스터 ceramic, substrate, chip, •Surface acoustic wave filter packaging
04
circuit, conduct, heat, •Antenna duplexer
mount, semiconductor
package, crystal, piezo
클러스터 electric, oscillate, vibrate, •Surface-mounted crystal device
고절연성 세라믹
05
electrode, ceramic, form, •Piezoelectric oscillator
패키지 기술
seal, solve
•Method of manufacturing ceramic package and ceramic
ceramic, sheet, package, package
클러스터 substrate, form, groove,
그린 시트 적층
•Ceramic substrate, package for housing electronic
06
green, manufacture,
기술
component, electronic apparatus, and manufacturing
laminate, section
method for them
ceramic, material,
산화물 및 복합
substrate, glass, thermal, •Production of porous mullite bodies
클러스터
산화물 세라믹
comprise, composite, •Hot working method of mullite base ceramic substrate
07
원료 기반 패키지
form, powder,
using kaolin clay
기술
temperature
•Continuous time integrator filter with minimum phase
package, sensor,
variation, passband sigma-delta modulator using this 비산화물 세라믹
클러스터 substrate, die, ceramic,
filter
원료 기반 패키지
08
detect, circuit, attach,
기술
•Method for the production of free-sintered ring-shaped
material, integrate
abrasive lining for grinding wheels
ceramic, metal, layer,
•Ceramic package for storing electronic component
클러스터
surface, package,
09
bodied, form, cavities, •Ceramic package and multi-piece wiring substrate
seal, plate

4)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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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세라믹 패키지 관련 특허에서 총 10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C04B)
석회; 마그네시아;
슬래그; 시멘트; 그
조성물, 예.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유사한
건축재료; 인조석;
세라믹

(메인그룹) 내용

•(C04B-035)

조성에

특징을

갖는

요소기술 후보

성형세라믹제품;

세라믹조성

•(H01L-021) 반도체 장치 또는 고체 장치 또는 그러한

(H01L)
반도체 장치;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전기적 고체
장치

부품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비
•(H01L-023) 반도체 또는 다른 고체장치의 세부
•(H01L-033) 광, 예, 적외광, 의 방출에 특별히 적용되는
적어도 한개의 전위 장벽 또는 표면 장벽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그들 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치；그들 장치의 세부
•(H01L-027) 하나의 공통기판내 또는 기판상에

-

MLC(Multi Layer Ceramic)
세라믹 패키지 기술
-

-

형성된

복수의 반도체구성부품 또는 기타 고체구성부품으로 구성된
장치
(H01S)
•(H01S-005) 반도체 레이저
유도방출을 이용한 장치
(H03B)
진동의 발생, 직접 또는
주파수 변조에 의한
진동의 발생, 스위칭
•(H03B-005) 출력에서 입력에의 재생귀환에 의한 증폭기를
동작을 하지 않는
이용한 진동의 발생
능동소자를 사용한
회로에 의한 진동의
발생; 이와 같은 회로에
의한 잡음의 발생
•(H03H-003) 임피던스회로망, 공진회로, 공진기의 제조에
(H03H)
특유한 장치 또는 공정
임피던스회로망, 예.
•(H03H-009) 전기기계적 또는 전기음향적 요소를 포함하는
공진회로; 공진기
회로망; 전기기계적 공진기
(H05K)
인쇄회로; 전기장치의
상체 또는 구조적 세부, •(H05K-001) 인쇄회로
전기부품의 조립체의
제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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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 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세라믹 패키지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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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고방열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고밀도 세라믹 패키지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고절연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저열팽창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그린 시트 적층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산화물 및 복합 산화물 세라믹 원료 기반 패키지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비산화물 세라믹 원료 기반 패키지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TCC :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패키지 기술

전문가추천

MLC(Multi Layer Ceramic) 세라믹 패키지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세라믹 패키지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료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

선정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전문가 추천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중복성 검토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핵심기술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구축 개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세라믹 패키지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개요
•고효율, 절연성, 방열성(열저항 8℃/W) 세라믹 패키지

고방열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광화합물

반도체인

인듐인(Inp)과

갈륨비소(GaAs),

RF화합물

반도체인 질화갈륨(GaN)과 갈륨비소를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역할
•고온 동시 소성 세라믹(High Temperature Co-fired Ceramic,
MLC(Multi Layer Ceramic) 세라믹
패키지 기술

HTCC) 패키지 기술
•고융점 금속을 내층 배선 및 층간 통전용으로 사용하여 수소나 질소
또는 혼합형으로 환원분위기에서 약 1,500℃ 이상에서 동시 소성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TCC;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패키지
기술

•Al2O3 재료에 Glass 분말이나 저온소결 첨가제 등을 첨가하고
전도성 금속페이스트
•알루미나 또는 지르코니아 같은 무기물을 고온 소성시켜 만든 센서,

저열팽창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고주파, 고출력 LED, 의료용, 국방용 전자 부품의 저열팽창성 등
고신뢰성
•산화물 및 복합산화물(산화아연, 산화규소,산화코발트, 산화지르코늄,

산화물 및 복합 산화물 세라믹 원료 기반
패키지 기술

산화니켈, 산화코발트 등)
•비산화물(탄화규소, 탄화티탄, 질화티탄, 탄화티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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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전자세라믹 부품의 고밀도화, 초고속화, 다기능화에 수반되어 세라믹 패키지 재료는 저유전율,
우수한 열전도성, 낮은 열팽창율, 높은 기계적 강도 및 기밀성 등의 신뢰성 확보
 원료경제 기술의 발전과 소재·부품 생산의 신뢰성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다기능
고방열/절연 소재기술 개발
 전자세라믹 소재·부품 원천기술 및 관련 산업은 선진국의 기술 및 제품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범국가적 지원아래 산·학·연 협력연구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세라믹 패키지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세라믹 패키지

고방열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MLC(Multi Layer
Ceramic) 세라믹
패키지 기술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TCC;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패키지 기술

저열팽창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산화물 및 복합 산화물
세라믹 원료 기반
패키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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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소자의 집적도 증가에 따른 전자부품소자의 수명 및 성능 감소의
주원인인 열방출 및 열응력 최소화
2021년
2022년
2023년
최종 목표
•패키지 열저항
:8℃/W
•열전도도
:25W/m·K
•제어온도:50℃
•CTE :
6ppm
•열전도도
20 W/mK
•기계적강도
>350MPa
•CTE :
LTCC3-8ppm
•열전도도
3 W/mK
•기계적강도
<200MPa
•CTE :
6ppm
•열전도도
20 W/mK
평균입경: 0.5-0.6㎛
비표면적: 8.-10㎡/g

세라믹 패키지

(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세라믹 패키지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패키지
열저항
:8℃/W
•열전도도
:20W/m·K
•제어온도
:50℃
•CTE :
6ppm
•열전도도
15 W/mK
•기계적강
도
>350MPa
•CTE :
LTCC3-8ppm
•열전도도
2 W/mK
•기계적강
도
<200MPa

•패키지
열저항
:8℃/W
•열전도도
:25W/m·K
•제어온도
:50℃
•CTE :
6ppm
•열전도도
20 W/mK
•기계적강
도
>350MPa
•CTE :
LTCC3-8ppm
•열전도도
3 W/mK
•기계적강
도
<200MPa

고 열전도도

•패키지
열저항 :8℃/W
•열전도도
:15W/m·K
•제어온도:50
℃

저 열팽창률
고 열전도도
고 기계적강도

•CTE :
6ppm
•열전도도
10 W/mK
•기계적강도
>350MPa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TCC;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패키지 기술

저온 소성성
저 열팽창률

•CTE :
LTCC3-8ppm
•열전도도
1 W/mK
•기계적강도
<200MPa

저열팽창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저 열팽창률
고 열전도도

•CTE :
6ppm
•열전도도
10 W/mK

•CTE :
6ppm
•열전도도
15 W/mK

•CTE :
6ppm
•열전도도
20 W/mK

산화물 및 복합
산화물 세라믹
원료 기반
패키지 기술

평균입경
비표면적
고 분산성

평균입경 :
0.5-0.6 ㎛
비표면적 :
8-10 ㎡/g

평균입경 :
0.5-0.6 ㎛
비표면적 :
8-10 ㎡/g

평균입경 :
0.5-0.6 ㎛
비표면적 :
8-10 ㎡/g

고방열성 세라믹
패키지 기술

MLC(Multi
Layer Ceramic)
세라믹 패키지
기술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패키지 열저항
:8℃/W
•열전도도
:25W/m·K
•제어온도:50℃

상용화

•CTE :
6ppm
•열전도도
20 W/mK
•기계적강도
>350MPa

산학연

•CTE :
LTCC3-8ppm
•열전도도
3 W/mK
•기계적강도
<200MPa

산학연

•CTE :
6ppm
•열전도도
20 W/mK

상용화

평균입경 : 0.5-0.6
㎛
기술혁신
비표면적 : 8.-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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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정의 및 범위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나 에너지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세라믹 부품을 지칭
▪ 에너지 저장용 장치에 사용되는 세라믹은 리튬이온전지로 대표되는 이차전지 및 SOFC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 및 전극 소재 등이 포함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산업 특징

•(세계) 전 세계 연료전지 시장은 2018년 약 86.3억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소재 산업은 기술 및 자본
달러

규모에서

21.4%의

성장률로

2024년에는

335.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집약적인 산업이지만 원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주도 제품공급에 한계 존재

•(국내)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2018년 약 1.1조 원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는 SOFC 연료전지가 시장의
규모였으며,

향후

연평균

17%의

성장률로

2024년에는 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주류로 등장했으며 향후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전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 잠재력 풍부

정책 동향

기술 동향

•10대 핵심소재(WPM) 개발, 무역역조 심화 100대
소재․부품 개발 및 소재 R&D에 필수적인 소재 정보 •SOFC를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산업의 확장이 기대되며
고급화 지원 등의 소재종합솔루션센터 기능강화 등에
세라믹 소재가 포함되어 추진 중

그 와 핵심소재 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 중에서

•연료전지 발전이 수소차와 함께 정부의 수소경제 견인
계획의 양대 축으로 발표됨에 따라 에너지 저장/변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많은 신흥 시장에서 새로운
발전의 비용 효율적인 발전시스템

세라믹 핵심소재 기술에도 관심이 집중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고온/저온 연료전지용 전해질 소재 기술
•Ni-rich계 고용량 NCM계 양극재 기술

•(해외) 비야디, Hexis, Vailant, AESC, 파나소닉

•전해질 지지형 연료전지 기술

•(대기업) LG화학, 삼성SDI, 경동나비엔, STX중공업

•고용량 탄소/(금속 또는 금속산화물계)복합 음극 소재

•(중소기업) 퓨어셀에너지, 미코, 신성이엔지, 에이스텍

기술
•고효율 조성 기술, 고강도화 기술, 수명 및 신뢰성 향상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용 소재 등 관련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공업용 소재로서 니즈에 대응한 제품
개발로 시장 대응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관련 산업은 선진국의 기술 및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산·학·연 협동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로 기반기술 개발하여 시장 대응
➜ 배터리의 성능 개선, 저장용량 확대, 새로운 전해질 소재, 충방전 사이를 특성 개선이나 경제성
개선에 대한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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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나 에너지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세라믹 부품을 말함
▪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배터리나 ESS(Energy Storage System)가 있으며, 에너지 변환
장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차전지 및 SOFC 연료전지, 태양전지, 열전 소자
등이 있음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은 리튬전지용 양극재인 복합산화물 및 음극재인 탄소
나노복합소재와 가정 및 산업용 연료전지의 전해질을 구성하는 고체 이온전도막, 분리막
등의 소재 및 부품, 태양전지의 기판 재료 및 부품용 소재,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용 열전
소재 등을 포함

(2) 필요성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은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해 반드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산업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소재이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의한 친환경 전기 발전에 대한 중요도가 급증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친환경 발전에는 여러 자연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주는
에너지 변환 장치와 발생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의 개발이 필수적임
▪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전지, 연료전지(SOFC) 등이 사용되며, 폐열을 이용한 발전 분야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로 열전 소자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러한 분야 연구가 필요
▪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친환경 발전 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는 항상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으며, 사용 시기에 맞추어 적시에 발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
- 이러한 저장장치로는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가 유망함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소재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주도의 제품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국산화가 시급
▪ 후방산업에 속하는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원료는 국산화 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원료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경제성 및
기술적 우위 확보가 가능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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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1) 가치사슬
 (가치사슬) 에너지 저장/변환용 소재는 현재보다는 차세대 또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기술개발이나 상품화를 위한 즉각적인 투자가 어려운 분야이나
지구 온난화에 의해 촉발된 전 세계적인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후방산업)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은 소재와 부품 그리고 이의
생산에 필요한 세라믹 원료 등의 대부분을 해외 선진사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임
▪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나 변환 장치 등도 국내 개발의 일천한 역사 때문에 해외에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분 대기업에서 수입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용하는 기술만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임
▪ 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이외에 생산 인력 및 연구/개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비의 투입량도 적어서 국제적인 경쟁력 잃어가고 있는 상황임

 (전방산업) 여러 종류의 전지산업으로 구성
▪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의 강자로
꼽히고 있지만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대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함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에너지 저장/변환 세라믹
기술 분야

전방산업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연료극,
공기극, 밀봉재, 정화용 필터,
분리막, 멤브레인 등

에너지 저장 세라믹
에너지 변환 세라믹

전지산업(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열전 소자
산업(하베스팅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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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분류
◎ 사용 온도에 따른 분류
 사용 온도에 따라서 저온형, 중온형, 고온형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 AFC 나 PEFC 는 작동 온도 영역이 100도 이하인 저온형 연료전지에 해당하며 작동 영역이 200도
부근인 PAFC는 중온형, 600도 이상인 MCFC(620-660℃)나 SOFC(800-1,000℃)의 경우는
고온형에 해당함
[ 연료전지간 비교 ]

AFC

PEFC

PAFC

MCFC

SOFC

작동온도

60-90℃

50-80℃

160-220℃

620-660℃

800-1000℃

분류

저온형

저온형

중온형

고온형

고온형

작동효율

50-60%

50-60%

55%

60-65%

60-65%

촉매

고가 촉매

고가 촉매

고가 촉매

저가 촉매

저가 촉매

연료개질

연료개질 필요

연료개질 필요

연료개질 필요

CO2
분리장치필요

필요 없음

비용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안정성

액상 전해질이나 용융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여 반응, 부식 등의
문제로 불안정

고상전해질
사용으로 안정적

◎ 전지 종류별 분류
 (1차전지) 방전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전지
▪ 망간 전지
- 망간 건전지는 주로 전류소모가 적으며 단시간 사용하는 곳에 적합한 건전지이며, 주로 리모콘,
시계, 인터폰 등에 사용되며 알카라인 전지보다 안정성에 있어 더 뛰어남
▪ 알카라인 전지
- 알카라인 건전지는 전류소모가 많은 미니카, 게임기, 카메라, 전기모터등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며
망간전지보다 안정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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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 방전 후 재충전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한 2차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고방전율, 저온, 과방전, 과충전 등 열악한 환경에도 견뎌 줄 수 있는 내구성이 좋으며, 내부 저항이
적음
- 낮은 에너지 저장 밀도, 카드뮴의 유해성 및 메모리 효과(방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충전 시
전지의 실질 용량이 감소하는 현상) 등으로 사용이 감소
▪ 니켈수소전지
- 에너지밀도가 2차전지 중 으뜸이며 과방전, 과충전에 잘 견디며 급속 충, 방전에 강함
- 충·방전 사이클도 500회 이상으로 수명이 상당히 긺
- 메모리 효과 및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제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듦
▪ 납 축전지
-

1859년대 발명되어 군사용에서 무선 전화기용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무겁고 에너지 저장
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음

▪ 리튬 이차전지
-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은 무게로
많은 용량의 전지를 만들 수 있음
- 자연 방전율도 낮으며, 메모리 효과가 없어 사용하기 편리
- 셀당 3.7V 전압이며 2.8V~4.2V 초과, 미만이 될 경우 배터리의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되며,
스웰링현상,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기존 전지대비 에너지 밀도가 3배가 높고 가벼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격과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
-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는 액상형 전해질 대신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 전지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지의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타 전지 대비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음
[ 전지 종류별 특성 및 용도 ]

* 출처 : Posco newsroom,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시대, 폐전지의 재활용 방안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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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류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분류
▪ 아주 커다란 물탱크처럼 전력을 저장해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장치
▪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전기의 ‘생산-소비’ 패러다임을 ‘생산-저장-소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며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이용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
▪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전력을 저장한 후, 전기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수요관리에 혁신을 야기.
▪ ESS는 크게 배터리 방식과 비배터리 방식의 2가지로 분류
- 비배터리 방식은 양수 발전, 압축 공기 그리고 플라이 휠 등의 방식
- 배터리
방식은
리튬(Li)전지,
나트륨황(NaS)전지,
레독스흐름(Redox
flow)전지,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 등이 있으며 ESS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중 가장 유망한 것이 리튬
이온 배터리임
▪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ESS는 상용화 단계로 용량 측면에서의 시장 규모는 ’15년 2GWh → ’20년
20GWh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의 기술 상용화로 배터리 제조기술은 세계 최고수준
[ 저장방식에 따른 ESS 분류 ]

*출처: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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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지의 분류
▪ 기판 형태에 따라 결정형과 박막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결정형은 다시 단결정과 다결정으로 구분
▪ 박막형은 소재에 따라 실리콘, 화합물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분류는 아래 표와 같음
▪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는 단결정이나 다결정 형이 모두 상업화에 성공하여 태양발전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됨
▪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 이외의 전지들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

▪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소자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는 소재
▪ 자동차,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광학, 컴퓨터, 발전,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 여러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중 비교적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어 작은 온도 차이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음
[ 제품분류 관점 기술범위 ]
대분야
에너지
저장용
세라믹

중분야

역할 및 연구 분야
배터리, 전기에너지 저장(ESS)

이차전지

태양전지

이차전지
에너지
변환용
세라믹

리튬코발트, 리튬망간 등 금속산화물(양극재 및 음극재),
나노복합 산화물 및 탄소 복합재 등
태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다결정 실리콘 기판 등 소재 및 태양광 모듈 관련 세라믹 소재
화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리튬코발트, 리튬망간 등 금속산화물(양극재 및 음극재),
나노복합 산화물 및 탄소 복합재 등
화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연료전지

열전 세라믹

이트리아 복합 지르코니아(이온 전도막 및 분리막),
리튬 알루미네이트/란타늄 갈레이트 산화물 등 모듈용 소재 및 부품
열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에너지 하베스팅용 열전 소재 및 관련 세라믹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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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광범위한 활용범위로 인해 에너지 관련 세라믹의 수요 증가 전망
 연료전지 시장에서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는 SOFC 연료전지가 시장의 주류로 등장했으며
향후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전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크게 팽창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SOFC를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산업의 확장이 기대되고 그 핵심소재 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 중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많은 신흥 시장에서
새로운 발전의 비용 효율적인 발전시스템
▪ 태양광 발전은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분산형 에너지 자원 관리 시스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감축 방안이 요구되고 산소, 수소, 질소 등 유효기체의
효율적인 분리활용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막 분리 공정은
다른 공정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정으로서 유효기체 분리, 회수 이외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또한, 청정에너지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학 원료로써 사용될 수 있는 유효기체를
분리, 회수하는 공정은 상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고부가가치 공정으로 평가되고 있어 다공성
세라믹 시장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사료됨
 환경오염 방지산업에 쓰고 있는 필터는 주로 고분자 섬유나 금속 필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점차 특성이 우수한 세라믹 필터로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
▪ 수질 정화용 멤브레인 시장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골고루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물 부족 국가 증가와 함께 산업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그 시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요구되는 배터리 용량이 4,000mAh 이상으로 증가하고, Tablet, Ultra
PC 등이 6,000mAh 이상의 대용량 리튬폴리머 전지를 사용하면서 요구되는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의 수요 증가
▪ 전기자동차용과 ESS용 중대형 배터리 시장에서도 고용량 음극 소재를 필요로 하면서 기존에 쓰이던
탄소계, 흑연계 음극재에서 최근에는 금속복합계인 실리콘(Si), 주석(Sn) 음극재가 주목받고 있고,
고출력 비흑연계 탄소재 음극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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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정책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노력
 미래 부품․소재 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고, 소재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수립
▪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이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전략을 수립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전략
- 화학·바이오 분야 15개, 전자·세라믹 14개, 금속·소재 11개 품목

 산업부는 ‘2025년 세라믹 글로벌 강국 탑4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세라믹산업 2025
전략’ 수립
▪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기술·에너지·환경·바이오 세라믹 분야의 미래 신성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제품 10개, 첨단세라믹 글로벌 전문기업 20개 육성,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목표
▪ 세라믹 소재 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역거점 확보를 통한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현재 정부에서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감축 또는 신규건설 억제하고,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인데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3020’ 이라는 정책을 천명
▪ 이러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미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변환 세라믹 소재부품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이 정책에 의하면 2030년까지 국내 총 전력 생산량의 2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할
계획임
- 그러나 현재 신재생 에너지 원의 대부분은 전력변환효율과 에너지이용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설비 용량 대비 전력 생산량이 매우 낮고 불규칙한 전력생산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20% 달성이라는 목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줄 에너지원으로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거의 유일함
- 따라서 SOFC 연료전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에 탁월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장치로 기술
및 사업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SOFC 연료전지 시스템의 전력변환효율은 최소 40%대에서 최대 60%를 상회하며, 정격 및 상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어,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인한 전력 생산
공백을 메울 수 있음
▪ 따라서 친환경성, 전력변환효율,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연료전지는 가장 강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믿어지고 있지만 생산단가 등 경제성이나 기술 성숙도 등 현실적인 면에서 일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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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전 세계 연료전지 시장은 2018년 약 86.3억 달러 규모였으며, 향후 연평균 21.4%의
성장률로 2024년에는 335.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연료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8,630

12,720

15,440

18,750

22,760

27,630

33,540

21.4

* 출처: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20을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주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위주로 고정형이 전체 연료전지 시장의 약 68%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였으나, 자동차용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2017년 이후부터는 수송형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성장하여 고정형과 비슷한 규모로 형성돼있음
▪ 이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휴대형 연료전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에
의해 전체 연료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머물 것으로 예상

 에너지 세라믹 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소형 로봇, 전동 공구,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등에서 신시장이 창출되어 리튬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할것으로
예상

(2) 국내 시장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2018년 약 1.1조 원 규모였으며, 향후 연평균 17%의 성장률로
2024년에는 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11,790

13,794

16,139

18,883

22,093

25,848

30,243

17.0

* 출처: 연료전지 시장의 현재와 미래, 삼정KPMG, 2019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사용계획 협의 등으로 잠재적 연료전지 보급 시장
또한 매우 넓은 것으로 평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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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상/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요구에 따라 수송용
연평균성장률 64.3%를 기록하며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연료전지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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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에너지 저장, 변환용 세라믹는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기술
국 대비 86.1%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1.1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5.4%, 기술격차는 1.9년으로 평가
▪ 일본(96.8%)>한국, EU(786.1%)>중국(71.2%)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5)
▪ 에너지 저장, 변환용 세라믹은 6.51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이차전지 세라믹 소재
 에너지저장용 세라믹 소재는 휴대폰 등 모바일 IT 기기의 전력저장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 자동차(xEV)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 등의 중대형 이차전지
수요증가로 새로운 성장기
 차세대 전지의 연구개발은 양극 및 음극재료를 변경한 개량형 전지로 200~300Wh/kg의
에너지 밀도를 2030년 500Wh/kg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최근 유기계 액체 전해질 기반 전지의 폭발 등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단 전지내 직렬연결 제작이 용이한 전고상 이차전지용 고이온 전도성 세라믹
에너지 저장 소재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리튬이온 배터리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배터리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
▪ 리튬-황전지, 리튬-공기전지, 전고체전지 같은 다양한 후보들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되고
있고 리튬-황전지는 에너지밀도가 리튬이온전지보다 3배 이상 높고 제조단가가 낮음
▪ 리튬-공기전지는 리튬이온전지보다 싸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며, 전고체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것으로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액체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 또한, 이외에 나트륨/마그네슘이온전지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값싼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 배터리는 아직 생산 경제성이나 기술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함

5)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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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계, 흑연계 외에 리튬 이차전지 고용량 음극 소재로 Si-C composite, Si-alloy, SiOx 가
개발 중에 있음
▪ 그 중 SiOx 와 Si-alloy 는 가장 상품화에 근접되어 있으며, 일부 전지 메이커에서 전지에 적용하여
고용량 전지를 개발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수명, 부피팽창(Swelling)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고온(>800℃)구동 기반의 산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SOFC) 대비 300-600℃의
저온영역에서도 고출력이 가능한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기반 연료전지(PCFC)의 성능을
극대화하고자, 나노스케일 계면-표면 구조제어를 통한 고성능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
제조기술을 제안하였음
 최근 들어 국내는 중소형보다 대형 ESS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 한국전력의 주파수
조정용(F/R) 실증사업이 ESS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배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전기기 및 PCS 업체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함에 따라 대형 ESS 제품 수요가 증가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의 경우 높은 이온전도도에 비해 낮은 전극 반응 속도를 가짐
▪ 특히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는 barium zirconate (BaZrO3) 계열 전해질 소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전극 계면 반응 속도를 가
▪ 따라서 전해질과 전극 사이에 반응성이 높은 촉매 중간층을 추가하면 반응 면적과 특성을 향상시켜
상당한 성능증가가 가능해짐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국내의 기존 SOFC 소재개발은 세라믹 공정 개발과 스택 시스템 상용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합 세라믹 전극 소재, 산화물계 촉매 소재를 주로 연구되고 있음
 SOFC 분야에서 재료공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가장 핵심부품인 SOFC 스택 구성
요소 간의 열기계적 및 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택 및 부품설계기술 그리고 각
부품이 원하는 구조와 물성을 가질 수 있게 제조하기 위한 공정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 중
 최근에는 SOFC 기술을 자동차용 전원으로 응용하려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조전원(Auxiliary Power Unit, APU*)용 개발이 더욱 활발
 SOFC 분야에서는 연료전지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 중
▪ 구체적 연구 주제로는 전극, 분리판 및 밀봉재의 내구성에 대한 연구, SOFC 단전지와 스택의 장기
효율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대면적 및 대량 생산 공정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SOFC의 저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재료의 저가화, 저가 프로세싱기술의 개발, 출력밀도
향상, 보조기구의 최적화에 의한 시스템 비용의 절감 등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최근에는 SOFC의 경제성 극대화를 위한 점탄성 전단공정 기반 셀 제조기술 연구를 통한 향상된
계면구조와 충전밀도로 얻어지는 저온소결효과는 셀의 성능은 물론 내구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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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변환 소재
 열전소재의 고성능화에 더불어 상용화를 위한 모듈화 기술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모듈화 및 시스템화 기술개발에 집중
▪ 최근에는 Bi2Te3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열전재료로 실리콘 열전소자 기술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 그동안 열전특성이 미미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실리콘을 나노구조로 활용하면, 현재 상용화된
Bi2Te3에 비교할 수 있는 열전특성을 보여 앞으로 급속한 발전이 예상됨

 국내외 열전소재개발은 나노구조화에 의한 전자와 포논의 제어를 통한 열전성능지수(ZT)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온도대역에 따라 Bi-Te계,
산화물계가 주로 연구됨

Silicide계,

Pb-Te계,

Skutterudite계,

Half-Heusler계,

Si-Ge계,

▪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LG화학을 중심으로 수송 및 산업 폐열 활용을 위한 중·고온용
열전 소재 및 모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일본에서는 주로 산업 폐열을 이용한 열전발전 쪽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됨
▪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야마구치 대학, KELK, DENSO 등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200~300℃
폐열을 활용하여 160W급의 열전변환장치를 개발

◎ 태양전지 소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는 단결정과 다결정 질이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다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단결정 실리콘) 순수 실리콘을 하나의 큰 결정으로 만들어서 효율은 높지만(20% 이상), 가격이 비쌈
▪ (다결정 실리콘) 여러 개의 실리콘 결정으로 기판(웨이퍼)을 만들기 때문에 단결정실리콘보다 생산단가가
저렴하지만, 효율은 낮음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투자를 통해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는 최대 이론 효율에
가까워졌으며, 이에 그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태양전지를 서로 겹쳐서
배치하여 광선을 전기로 변환하는 "이중 접합" 셀은 과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음
▪ 현재 표준 실리콘 기반 셀 위에 직접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셀을 통합하여 25.2%의 기록
효율을 달성되고 있음
▪ 실리콘 이외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장기적으로 안정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발표된 이후 광전 변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 분야는 안정성 향상, 고효율화 및 상업화를 위한 수분 방지막 분야의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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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 이차전지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 가전,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들은 주로 배터리의 성능 개선, 저장용량 확대, 새로운
전해질 소재, 충ㆍ방전 사이틀 특성 개선이나 경제성 개선에 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BOSCH) 2020년, 현재의 2배로 저장 가능한 자동차 배터리 확보를 위해, 190kg의 무게에 15분
안에 충전 가능한 배터리 개발 및 전장부품 개발에, 연간 4억 유로 R&D 투자
▪

(24M테크놀로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였음

케임브리지

지역에

위치한

24M테크놀로지는

반고체

- 얇은 전극판을 여러 겹 쌓아 만드는 현재 리튬이온전지는 코팅, 건조, 절단, 압축 등 많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
- 그러나 24M테크놀로지 연구팀은 신소재를 넣은 전해질을 사용해 전지코팅, 건조, 절단 과정을
없애고 전극 판을 겹겹이 쌓는 대신 특수 물질을 액체 전해질에 섞어 전극을 만드는 것으로 공정
과정과 재료가 줄여 기존 리튬이온전지 생산비의 1/3 정도로 리튬이온전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함
▪ (Pall) Filter Specialists를 인수하여 여과 및 분리 전문기업으로 Polymicro와 BOS 탈수용 필터백과
함께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여과 용기로 라인 확장

 SOFC 연료전지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관련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음 특히 일본, 유럽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시장 진입에 유리한 소형
열병합 발전(Micro CHP, Combined Heat and Power) 시스템 위주로 개발해 상용 제품을
실증 및 판매하고 있음
[ AISIN SOFC system ]

* 출처: AISI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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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선진국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특히 북유럽은 기후 특성상 최적의 열병합발전시스템
소비처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대비 3~5배에 이르는 개인당 전력 및 열을 소비하고
전력요금이 가스요금 대비 훨씬 높아 시장 환경이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이라 할 수 있어 많은 업체들이 SOFC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SOFC 업체로는 헤시스(Hexis), 바일란트(Vailant), 엘코젠(Elcogen), 솔리드파워(Solid Power),
세레즈(Ceres), 선파이어(Sunfire) 등이 있음
- 2018년 10월 1단계 Ene-Field 사업을 통해 12개의 기관이 참여해 약 1,000대의 건물용 연료전지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솔리드파워) 이탈리아의 솔리드파워는 1.5~6kW급 SOFC를 개발해 판매 중임
- 솔리드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납품하며 대형 연료전지 시장으로의
진입했음 같은 이탈리아 기업인 Convion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58kW급 SOFC 시스템을
개발해 2017년 11월부터 실증 운영 중
▪ 일본은 일찍부터 유럽에 주목하여 일본 SOFC 기업들은 유럽의 기업 또는 기관과 합작·제휴 형태를
추진해 일정 이상의 성과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가정용 수요보다는 지형적 이유로
분산발전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이 대부분임

인해

중대형급

▪ (Bloom Energy) 2015년 상반기 누적기준으로 약 150MW 정도를 설치한 실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가스 모델을 출시해 그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고 2022년까지 글로벌 연료전지시장에서
400억 달러 보급을 목표로 사업화를 진행중에 있음

◎ 태양전지
 전 세계적으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을 연구 중인 기관으로는 독일 프라운호프
ISE(Fraunhofer ISE), 벨기에 IMEC, 미국 NREL, 호주 UNSW, 일본 파나소닉 및 카네카,
중국 트리나솔라(Trina Solar) 및 징코솔라(Jinko Solar) 등이 있으며, 태양광
기초기술부터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파나소닉과, 카네카) HBC(Heterojuction Back Contact) 구조로 각각 26.33%와 25.6% 효율을
갖는 태양전지를 개발했고, 중국의 트리나솔라는 양산형 태양전지에서 Selective Emitter를 적용한
PERC(Passivated Emitter and Rear Contact) 구조로 22.61%의 양산형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세계최고 효율을 발표했음
▪ (프라운호프 ISE) TOPCon(Tunnel
다결정 21.9% 효율의 태양전지를
Total Diffused) 구조를 가지면서
태양전지를 개발해 22.8%의 효율을

Oxide Passivated Contact) 구조를 적용해 단결정 25.6%,
개발했고, 벨기에 IMEC은 n-PERT(Passivated Emitter Rear
태양전지의 양면이 모두 태양광을 흡수하는 양면 수광형
발표했음

- 미국 NREL의 경우, 고효율 태양전지보다는 태양광 기업과 연계된 기술적 문제 해결이나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의 실증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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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소재
 미국은 NASA, 버클리대, 하버드대, MIT 등에서 초격자, 나노와이어, 나노점 등의 구조를
이용한 고효율 열전소재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
▪ (GM, Ford) 머플러에 열전재료를 입혀 폐열을 전기로 바꿔 다시 엔진의 보조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시트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자동차 연료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 (Ameringono BSST) 미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배기구에서 나오는 폐열을 열전 발전소자를
이용해 수확하고 이를 변환하여 앞쪽에 배터리 충전방식으로 자동차의 연료효율도 높이고 에너지도
동시에 절약하는 열전 발전소자를 개발하고 있음
▪ (Nextreme) 2㎜도 안되는 작은 크기의 박막형 열전소자를 제작하였고 온도차가 70℃에서는
16mW 이상, 온도차가 120℃ 이상에서는 45mW 출력을 발생하는 우수한 성능의 소자를 구현함
▪

(Flame Stower) 제백효과를 이용한 열전변환소자를 적용한 USB로 발화시킬 수 있는
FireCharger를 개발하였음 USB 충전기의 스펙은 전압 5V,전력 2-3W, 무게는 230g, 크기는
20×6×3㎝임

 유럽의 열전소자 연구는 EU의 FP-7을 중심으로 대학과 프라운호퍼(Fraunhofer) 등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업체들은
폐열을 회수해 연료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있음
▪ (Mercedes Benz, BMW) 자동차 머플러에 열전소자를 장착해 폐열을 전기로 바꿔 엔진 보조전기나
시트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에너지 하베스팅의 일환으로 방출되는 열을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

 일본의 열전소자 연구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열전소자 관련
프로젝트로는 NEDO 프로젝트/나노구조의 열전소자 개발과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프로젝트/고효율 열전소자 및 시스템개발 등이 있음
▪ 민간기업의 열전 응용개발로는 폐열 회수 시스템에서 1) 산업용 용광로는 고마쓰/KELK, 쇼와케이블시스템,
TEC New Energy 등이, 2) 오토바이/자동차는 Atsumitec, 고마쓰 등이, 3) 소각로(Incinerator)는
쇼와전공/Plantec, Actree 등이 개발하고 있음
▪ TDDI(熱電素⼦開發)는 펠티어소자 및 열전변환 디바이스 개발, 열전시스템 제품의 제조, 펠티어냉장고
등의 냉각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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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 이차전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와 LG화학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용 소형 배터리의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견제로 계속 난항을 겪자 새로운 수익원(源)으로
ESS용 배터리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음
 (삼성SDI)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ESS용 배터리 제조에 활용하고 있고, LG화학 역시 중국
난징 배터리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ESS용 배터리는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에서 곧바로 양산할 수 있기때문에 전기차 분야에서 실적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ESS 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익성을 키우고 있음

 (LG화학)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RFB의 이온교환막, 분리막에
대한 연구를 시작
▪ 또한 LG화학은 2018년 3월 세계 1위 ESS 기업인 미국 에너지 스토리지(AES)와 이 분야 최초로
1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
▪ LG화학은 세계 1위 ESS 설치 기업인 미국 AES 에너지 스토리지에 2020년까지 1GWh 규모의
ESS 배터리를 공급

 (SK이노베이션, SK E&S) SK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 콤플렉스(CLX)에 전력수요 관리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음
▪ 이번에 설치되는 ESS 배터리는 50㎿h 규모로, 약 10만 가구에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함
▪ 두 회사는 앞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ESS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ESS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함

 (롯데케미칼) 서울 동작구 본사와 롯데마트 평택지점에서 250kWh급의 ESS 실증사업을 진행
중임
▪ 특이한 점은 ESS 제품이 보편적 방식인 리튬이온전지가 아닌 레독스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라는 것이며 레독스형 전지는 철 이온이나 크롬 이온과 같이 원자가를 바꾸는 성질을 가진
이온의 산화·환원 반응(레독스 반응)에 의해 동작하는 전지를 말하는데, 충방전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음

 (애경유화) 이차전지 음극재인 하드카본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함
▪ 애경유화는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두번째로 하드카본계 음극재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2018년 전북 완주군 전주 과학산업 단지에서 연산 1,000t 규모의 음극재 공장을
준공했음
▪ 애경유화는 하드카본을 시작으로 고성능·저가형 흑연계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사업화할
방침이며, 또 시장상황에 따라 음극재 공장을 연산 3,000t 규모의 공장으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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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C 시스템
 현재 국내에서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을 비롯해 10여 개 업체가 SOFC 시스템을 개발 중
 (STX중공업) 1kW급 SOFC 시스템 ‘Encube’를 통해 2018년 2월 국내 SOFC 시스템 최초로
KGS 가스기기인증을 획득하며 SOFC 시스템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국내 최초로 SOFC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운전, 제어기술에 대해 녹색기술인증을 받으며 상용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음
▪ 이번 시스템의 스택, 개질기, 고온열교환기 및 전력변환기 등 주요 핵심부품 등이 국산화로 제작돼,
향후 시스템의 상용화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STX중공업 측은 1㎾급 SOFC 시스템으로 건물용 시장에 대응함은 물론 향후 회사의 특성을 살려
중·대형 및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 함
[ SOFC APU 시스템(좌), STX중공업 ‘Encube’(우) ]

*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 STX중공업 제공

 (LG) LG퓨얼셀시스템즈는 기존 상용화된 1, 2세대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3세대
기술방식인 상업용·발전용 SOFC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 중
▪ LG는 현재까지 LG퓨얼셀시스템즈에 이미 총 2,500억을 출자한 바 있는데. 2018년 219억 원을
유상 증자 참여로 추가 출자하여 연료전지의 양산에 투자하고 있음

 (미코) 2kW SOFC 시스템 ‘TUCY’를 통해 지난 9월 KGS 가스기기인증을 획득했으며,
정격출력에서 ‘TUCY’의 발전효율이 51.3%에 달해 국내 공식 최고 효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일본 교세라의 3kW 건물용 SOFC 시스템의 발전효율(52%)과도 견줄 만한 매우 높은 수준임
 (경동나비엔) ‘H2WORLD 2018’을 통해 750W급 SOFC 시스템을 선보였음
▪ 경동나비엔은 ‘하이브리젠 SF 시리즈’를 통해 SOFC 외에도 다양한 타입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 중임
▪ 2019년 상업화를 위한 인증을 획득하고 2020년부터 양산에 돌입, 750W급 가정용 제품과 함께
건물·발전용 시장으로의 진출도 고려 중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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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한화큐셀, LG전자를 필두로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등이
양산단계에서 고효율화 및 저가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을 하고 있음
 (한화큐셀) 2017년 기준 태양전지 생산량 1위, 모듈 생산량 5위의 명실공히 글로벌 태양광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
 (LG전자) 전면 멀티와이어 기술 및 양면수광형 기술을 도입한 태양전지를 양산하고 있으며,
양산 평균 약 22%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생산
 (현대중공업) 22% 고효율 박형 n-type 셀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산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신성이엔지) 양산형 단결정 후면점접촉 구조의 태양전지에서 21.7%를 달성

◎ 열전소재
 국내에서는 열전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기반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ZT~0.8)이며,
정부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며 국내에서는 대학 및 출연연을 중심으로 실리콘 및
비스무스-텔루라이드(Bi-Te)계 벌크, 박막, 나노선 등 열전소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
 (에이스텍) 러시아로부터 열전재료를 공급받아 기계·설계적 기술을 접목, 최대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이를 활용해 항온항습기와 LCD 시험장비, 반도체
시험장비 등을 생산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음
 (HTRD) 열전소자 전문업체로 TF-Heater(건조장치), 폐열회수 발전 및 에너지 절감, 냉/온수
공급(Heat Pump), 냉장고, 소형 난방기, 중계기 및 산업용 항온장치 등에 열전소자를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뉴웰) 희토류, 환경촉매, 금속재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무기재료 화합물에대한 연구와 이를
응용한 기술과 제품을 국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ETRI와 공동으로 온도차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열전소자도 개발해 양산화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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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국내 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있음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연구분야
•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공정 기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초박형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 중온 열전소자인 스쿠테루다이트(skutterudite)
열전소자
• 고효율 유무기 박막소재 기반의 태양전지 기술
(CIGS,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탄소나노튜브 실을 이용한 열전소자 기술
• 밀봉재 : 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 분리판 : 조성 설계 및 표면처리 최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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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 열전 에너지 변환 효율 향상을 위한 소재 기술
• 이차전지용 양음극소재 기술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 산업폐열 및 자동차 배폐열 활용 열전발전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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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국세라믹기술원
▪ 에너지저장 소재 : 이차전지용 소재, 슈퍼커패시터소재, 고체전해질소재 등
▪ 에너지변환 소재 : 광변환 소재, SOFC, 열전재료, 압전소개 등 광, 화학, 열, 전기 등 에너지 간의
상호변환이 가능한 소재
▪ 기타 에너지 저장/변환용 소재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에 해당하는 기타세라믹 재료,
공정기술 등

 재료연구소
▪ 분말기술연구실
- 분말소재의 입자, 표면, 기공 제어 기술
- 친환경/에너지용 구조 및 기능성 분말소재 기술
- 분말 실형상화를 위한 성형 및 고밀도화 기술
- 임계성능을 극복할 수 있는 분말 복합화 기술
▪ 나노기능분말연구실
- 기능성 에너지소재 합성 및 응용기술
▪ 기능세라믹연구실
- 전고체 이차전지/SOFC용 전극 및 전해질 소재 조성제어/코팅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고온에너지재료센터에서는 고효율 에너지용 소재개발을 목표로, 기존의 탄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융합시스템을 비롯하여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 고온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재료에 대한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 중
▪ 개발된 소재기술의 주요 응용분야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수소의 제조, 분리, 저장, 발전소용 내열
구조재료 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단 (조원일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보다 2배 이상이면서 1200회 이상을 충·방전해도 초기 성능을
80% 이상 유지하는 리튬금속-이온전지를 개발했음 (에너지밀도란 단위 부피 또는 무게당 저장되는
에너지 크기로 전지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 개발된 소재기술의 주요 응용분야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수소의 제조, 분리, 저장, 발전소용 내열
구조재료 등
▪ 고효율 유무기 박막소재 기반의 태양전지 연구 (염료감응 태양전지, 폴리머 태양전지, CIGS,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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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및 공정 개발
▪ 고온수전해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소재 및 스택기술
▪ 나노 탄소 기반 연료전지/이차전지 전극 소재개발
▪ 나노 탄소 기반 연료전지/이차전지 전극 소재개발
▪ 태양전지 관련 원천 기술
▪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공정 연구, 공정지원
▪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인 후면접합 구조와 실리콘 이종접합 구조에 대한 공정 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 전기자동차용 고용량, 고출력 이차전지 양음극소재
▪ SO2 무기전해질 기반 이차전지
▪ 전고체전지소재 및 전지
▪ 전력저장용 redox flow 전지
▪ 리튬이온 커패시터용 소재

 한국화학연구소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무/유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울산과학기술원
▪ 정공 수송층과 광활성층이 안정화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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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 동향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은 ’13년을 전후하여 활발한 특허활동을 나타낸 이후 최근에는
100건 내외의 특허를 꾸준히 출원 중임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의 45%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26%, 한국은 19%, 유럽은 10% 순으로 나타남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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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8년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
▪ 내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
▪ 일본의 출원수에 비해 42% 정도의 수준을 보임

 미국의 출원현황은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의 특허 규모로는
일본과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일본과의 출원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일본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체 특허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경우, 한국과 함께 외국인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이나, 외국인의 출원비중은 한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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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고체 전해질, 양극활물질, 리튬이차전지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Negative Electrode, Battery Cell, Lithium Ion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에도 Ni-rich계 고용량 NCM계 양극재 기술, 고용량 탄소/(금속 또는
금속산화물계)복합 음극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고체 전해질, 양극 활물질, 리튬 이차 전지, Negative Electrode, Ceramic Material, 제조 방법, 음극 활물질,
Solid Electrolyte, Positive Electrode, 전극 조립체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양극 활물질, 축전 장치, 리튬 이차 전지, 고체 전해질,
제조 방법, 음극 활물질, 유리 세라믹, 음극 사이, Solid
Electrolyte, 전극 조립체

2구간(2016년~2020년)

•Negative Electrode, Ceramic Material, Solid State
Electrolyte,

고체

전해질,

Positive

Electrode,

Electrochemical Device, Solid Electrolyte, 제조 방법,
Battery Cell, Lithium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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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출원인 분석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 1 출원인으로는 한국의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위까지는 일본 업체가 랭크된 것으로 조사됨
▪ 제 1 출원인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출원은 한국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관련 기술로 이차전지을 다루는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개인)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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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NGK INSULATORS LTD
 NGK INSULATORS LTD는 일본 세라믹 소재부품 관련 기업으로, 이차전지, 니켈전지 등과
관련된 특허를 43건 출원. 그 중 등록된 특허는 21건
▪ 주요 특허들은 이온 전도성 세라믹 세퍼레이터를 이용한 이차전지 제조 기술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것으로 파악
[ NGK INSULATORS LTD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5986697
(2015.09.08)

수산화 물 이온 전도성
세라믹 세퍼레이터를
이용한 2차 전지

세라믹 및 수지의 쌍방으로의 접착성이
뛰어나고, 내알칼리성에도 뛰어난 접착제를
이용해, 수산화 물 이온 전도성 세라믹
세퍼레이터

JP6587837
(2015.06.10)

니켈 전지

수산화 물 이온 전도성을 가지는 세라믹
세퍼레이터를 적용한 니켈-수소 전지 또는
니켈-카드뮴 전지

JP6598290
(2015.04.08)

수산화 물 이온 전도성
세라믹 세퍼레이터를
이용한 2차 전지

정부극간을 수산화 물 이온 전도성 세라믹
세퍼레이터로 확실히 격리하면서, 복수의
단위 전지를 공간 효율 잘 구비한 2차 전지

JP6429378
(2014.12.15)

수산화 물 이온 전도성
세라믹 세퍼레이터를
이용한 2차 전지

수산화 물 이온 전도성 세라믹 세퍼레이터의
알칼리 전해액에 의한 열화를 유의하게 저감
가능한, 신뢰성이 높은 2차 전지

JP6291390
(2014.09.19)

열·음파 변환유닛

내구성과 에너지 변환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던 열·음파 변환유닛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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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ACHI LTD
 HITACHI LTD는 일본의 복합 소재부품 기업으로, 에너지 저장 변환용 세라믹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튬이온배터리, 인버터, 전력변환장치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일본에 출원
▪ 리튬이온배터리, 전력변환장치, 인버터 장치 및 관련 세라믹 반도체 기술과 관련하여 37건의 일본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등록된 특허는 7건으로 파악되어 등록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
[ HITACHI LTD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5856794
(2011.10.13)

리튬이온배터리

전지의 내부 합선에 의해 가열되어
구조가 불안정이 된 양극재로부터
방출되는 산소를 효율좋게
흡수·제거하고, 전지의 발화를 방지하는
리튬이온배터리

JP5825843
(2011.05.19)

반도체 유닛 및 전력
변환 장치

절연 파괴를 초래하지 않고, 반도체칩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전력변환장치

JP4055643
(2003.05.06)

인버터 장치

평활용 콘덴서를 내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소형화 및 저비용화를 도면것이
생기는 반도체 모듈 및 전력 변환 장치

JP3988725
(2003.04.04)

전력변환장치 및 그것을
구비한 전력 시스템 및
이동체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전력
변환장치 및 전력시스템 이동체

JP3809550
(2002.04.16)

고내열 반도체소자 및
이것을 이용한 전력
변환기

복수개의 반도체칩을 병렬에 접속해, 한
개의 패키지로 짜넣은 신규 고내열
반도체소자 및 이것을 이용한 전력
변환기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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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YOTA MOTOR
 TOYOTA MOTOR는 일본의 자동차 및 차량용 부품 기업으로,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
▪ 고체 전해질 이차전지, 전고체 전지, 리튬 고체 전지 등의 응용 특허를 다수 보유
[ TOYOTA MOTOR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6217974
(2013.12.11)

비수전해질2차 전지

전해질염을 용해한 비수용매로
이루어지는 비수전해질이 이용된
2차 전지

JP5664724
(2013.08.09)

고체 전지

황화물 글라스를 이용한 합재층 및
고체 전지

JP6070468
(2013.08.02)

황화물 고체 전해질 재료

Li이온 전도성이 높은 황화물 고체
전해질 재료

JP6175934
(2013.06.25)

전고체 전지의 제조 방법

난소성의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고체 전해질층을 가지는 금속 이온
2차 전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JP5877401
(2012.12.28)

황화물 고체 전해질 재료의 제조
방법, 및 해당 방법에 의해
제조된 황화물 고체 전해질
재료를 포함한 리튬 고체 전지

높은 Li이온전도도를 가지는
황화물 고체 전해질 재료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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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자동차용 전지, ESS, 전자재료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자동차용 전지, ESS, 전자재료와 관련된 특허를
국내를 중심으로 출원. 총 49건을 출원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37건으로 파악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119046
(2013.11.07)

리튬 이차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고전압에서 작동할 수 있고, 고온
사이클 수명 특성 및 고온에서의 두께
팽창 특성이 우수한 리튬 이차 전지

KR2041586
(2013.06.14)

리튬 이차전지

세퍼레이터와 전극 간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안정성, 수명특성,
고온저장성 등이 우수한 리튬
이차전지

KR1754607
(2013.04.10)

리튬 이차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전극과 세퍼레이터 간의 접착력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한 리튬 이차전지

KR1962886
(2012.08.07)

이차전지

외부 충격이나 관통시험에서 가해지는
관통 충격에 대해 향상된 안전성이
높은 이차전지

KR1925932
(2012.06.25)

이차전지

양극판 및 음극판의 쇼트 또는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이차전지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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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식회사 엘지화학은 한국의 정밀화학, 화학소재 및 부품 제조기업으로, 리튬 이차전지, 연료전지
스택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국내에 66건 출원하였으며, 66건의 특허 중 등록된 특허는 49건을
보유
[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070381
(2017.09.01)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리튬염 및 불소 치환 또는 비치환된
폴리알킬렌에테르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KR1802298
(2017.07.14)

난연성 전해액 및 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로서 열에 의해
세라믹으로 변하는 고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전지용
전해액

KR2101396
(2016.12.09)

비수성 전해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비수성 전해질 및 비수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KR2079422
(2016.09.26)

평판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스택

인터커넥터에 요철부가 형성되고,
인터커넥터를 적층함으로써,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제조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평판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KR2091903
(2016.07.08)

다층 전해질 셀, 다층
전해질 셀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다공성 구조 베이스에 이온성 액체가
포함되는 세라믹 고체 및 액체
전해질이 포함된 폴리머 코팅층을
적층함으로써, 전해질이 다층으로
구성된 다층 전해질 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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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한국의 철강을 비롯한 각종 소재와 환경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재단법인 연구기관으로, 나트퓸 유황전지와 관련된 특허를 8건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진행한 8건 중 6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
[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597292
(2013.12.26)

나트륨-유황 전지

전지 구동 시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에
가해지는 응력을 보상해 주기 위해 음극부에
양극부의 압축반발력을 상쇄할 수 있는 반발력을
가해줄 수 있도록 한 나트륨-유황 전지

KR1557490
(2013.12.26)

나트륨 유황 전지
및 나트륨 유황
전지의 고체전해질
제조 방법

나트륨 유황 전지 및 나트륨 유황 전지의
고체전해질과 절연체 접합 방법

KR1460280
(2012.10.22)

나트륨 유황 전지

긴급 상황 발생시 나트륨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나트륨과 유황의 추가 반응을 방지하여 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트륨 유황 전지

KR1249048
(2010.12.28)

나트륨유황(nas)
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

전해질과 나트륨극 및 유황극을 포함하며,
전해질은 튜브 및 튜브 외면에 코팅된
반구형상의 세라믹을 포함하는 NAS 전지

KR1256620
(2010.12.28)

나트륨유황 전지

절연 세라믹과 금속제 용기의 접합 시에 불량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나트륨유황 전지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110

도면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10로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72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주요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한국)

49

3.2%

0.03

1

NGK INSULATORS LTD(일본)

43

2.8%

0.06

2

HITACHI LTD(일본)

37

2.4%

0.08

3

TOYOTA MOTOR(일본)

25

1.6%

0.10

4

OHARA INC(일본)

25

1.6%

0.12

5

CORNING
INCORPORATED(미국)

19

1.2%

0.13

6

TOYOTA MOTOR CORP(일본)

18

1.2%

0.14

7

TOYOTA INDUSTRIES
CORP(일본)

18

1.2%

0.15

8

SAMSUNG SDI CO LTD(미국)

18

1.2%

0.16

9

주식회사 엘지화학(한국)

17

1.1%

0.17

10

전체

1543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186

71.5%

0.72

대기업

43

16.5%

연구기관/대학

31

11.9%

전체

260

100%

CR4=0.10
n

CR중소기업=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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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소송 현황분석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관련 기술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력 검토
▪ 2019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원고 Celgard, LLC와 Targray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간의 고에너지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위한 분리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 Celgard, LLC는 다양한 리튬 배터리 부품과 관련된 특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관련 특허소송 현황 ]
명칭

1

112

US6432586
(2000.04.10.)

출원인

원고 v. 피고

Separator for a high energy
rechargeable lithium

Celgard Inc.

Celgard, LLC
v.
Targray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Ceramic coated lithium-ion battery
separators

2019.05.02

2019.09.12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823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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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6)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Utilization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plastic and

요소기술 후보

composition-modified barium titanate powders in a
power, circuit, electr,
클러스터 energi, charg, capacitor,
01
control, suppli, ceram,
storag

matrix

that

allows

polarization

and

the

use

of

integrated-circuit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

•lightweight ultrahigh electrical energy storage units
(eesu)

•An electrical energy storage unit and method
electrolyt, lithium, solid, •Burner for temperature rise of solid oxide fuel cell and
고온/저온
solid oxide fuel cell power generation system using the
클러스터 ion, composit, conduct,
연료전지용 공기극
same
02
polym, ceram, form,
소재기술
batteri
•Method for producing a solid oxide fuel cell
클러스터
03

ceram, connect, electr,
power, laser, support, •Method for manufacturing of a galvanic element
sheet, plate, conduct, •Nonaqueous secondary battery
energi

•Energy conserving grid system ceiling, and ceiling panel
fuel, ceram, materi,
thereof
클러스터
glass, solid, oxid, coat,
04
•Heat dissipating structure, and battery provided with
cell, flow, element
the same
heat, separ, electrod, •Quasiturbine (qurbine) rotor with central annular
클러스터 batteri, andor, particl,
support and ventilation
05
box, membran, fuel,
•Outdoor gas heater
layer
heat, power, electr,
•Low-cost minimal-loss flywheel battery
클러스터 energi, element, control,
•Power supply device for led illumination lamp of
06
temperatur, ceram,
discharge lamp stabilizer compatible type
materi, modul
ceram, batteri, metal, •Lithium ion secondary battery and solid electrolyte
클러스터
embodi, thermal,
•Lithium ion conductive ceramics material, method for
07
connect, conduct,
modul, substrat, compris manufacturing the same, and lithium ion battery
electrod, materi,layer,
•Composites and composite membranes
클러스터
cathod, anod, activ,
08
metal, ceram, electrolyt, •Production of ceramic product
separ
•Separators for high voltage rechargeable lithium
ceram, compon, seal,
batteries and related methods
클러스터
glass, layer, energi,
•Hybrid magnetohydrodynamo (mhd) field sanitation
09
powder, structur,
generator for treating wastewater, sewages & sludge
weight, composit
and recovering potable water

6)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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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ich계 고용량
NCM계 양극재
기술

-

-

전해질 조성 및
제조 공정기술,
전극 조성 및
공정기술, 실링
기술
대용량화 기술,
전극기술(조성,
구조, 제조공정)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관련 특허에서 총 10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C04B)
석회; 마그네시아;
슬래그; 시멘트; 그
조성물, 예.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유사한
건축재료; 인조석;
세라믹

(메인그룹) 내용

•(C04B-035)

조성에

특징을

갖는

요소기술 후보

성형세라믹제품;

세라믹조성

(H01G)
콘덴서; 전해용 콘덴서,
정류기, 검파기,
•(H01G-004) 고정콘덴서; 그 제조방법
개폐장치 감광장치 또는
감온장치
•(H01L-041)
(H01L)
반도체 장치;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전기적 고체
장치

압전(Piezoelectric)

전왜(Electrostrictive)

장치

일반;

-

장치

일반;

자왜(Magnetostrictive)

장치 일반; 그러한 소자 또는 그 부품의 제조 또는 처리에

에너지 회수용 압전 소재기술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치
•(H01L-023) 반도체 또는 다른 고체장치의 세부
•(H01M-004) 전극

(H01M)
화학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직접 변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
예. 전지

-

•(H01M-010) 2차전지; 그의 제조
•(H01M-002) 발전요소 이외의 부분의 구조의 세부 또는
그의 제조방법

대용량화 기술, 전극 기술(조성,
구조, 제조 공정)
연료전지용 밀봉재 제조 기술

•(H01M-008) 연료전지; 그의 제조

고효율 연료전지 기술

(H02M)
교류-교류, 교류-직류
또는 직류-직류변환장치
및 주요한 또는 유사한
전력공급장치와 함께 •(H02M-007) 교류입력-직류출력변환; 직류입력-교류출력변환
사용하기 위한 장치;
직류 또는 교류입력의
서지 출력변환; 그것을
제어 또는 조정

-

(H02N)
•(H02N-002) 압전효과, 전왜 또는 자왜를 이용한 전기 기계
타류에 속하지 않는 전기

에너지 회수용 압전 소재기술

115

전략제품 현황분석

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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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다결정 실리콘 기판

전문가추천

무기박막 태양전지로 사용되는 CIGS 박막

전문가추천

고온/저온 연료전지용 공기극 소재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고온/저온 연료전지용 연료극 소재기술

전문가추천

고온/저온 연료전지용 전해질 소재기술

전문가추천

Ni-rich계 고용량 NCM계 양극재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고용량 탄소/(금속 또는 금속산화물계)복합 음극 소재 기술

전문가추천

전해질 조성 및 제조 공정기술, 전극 조성 및
공정기술, 실링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대용량화 기술, 전극기술(조성, 구조, 제조 공정)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고효율 조성 기술, 고강도화 기술, 수명 및
신뢰성 향상 기술

전문가추천

연료전지용 밀봉재 제조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전해질 지지형 연료전지 기술

전문가추천

발전용 대용량 연료전지 기술

전문가추천

고효율 연료전지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에너지 회수용 압전 소재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표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 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

•선정된 핵심기술에

•확정된 핵심기술을

•미흡한 전략제품에

핵심기술 선정

•전문가 추천

→

대해서 중복성 검토

선정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요소기술 중

④ 핵심기술 확정

대해서 핵심기술 보완

대상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구축 개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개요
•국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단위전지 제품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고온/저온 연료전지용 전해질 소재기술

고이온 전도성 산화물 원소재의 소재와 제조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화

Ni-rich계 고용량 NCM계 양극재 기술

•Ni-rich계 NCM 양극제 기술은 차세대 이차전지에 필요한
고용량·저가격 LIB를 제조하기 위한 핵심소재
•국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단위전지 제품 중 외산 비중이 높은

전해질 지지형 연료전지 기술

전해질 지지형 단위전지 개발 및 고성능 전해질 소재를 적용한
전해질 기반 단위전지 제품 생산 기술의 선진화

고용량 탄소/(금속 또는 금속산화물계)복합
음극 소재기술

•고용량 음극 적용을 통한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및 급속 충전을
위해 Si계 음극 소재의 부피팽창 억제 및 초기 낮은 효율은 향상
기술 확보 필요
•자율주행차의 전자부품(IoT 디바이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화,

고효율 조성 기술, 고강도화 기술, 수명 및
신뢰성 향상기술

고신뢰성 전력저장장치용 MLCB (multi-layer ceramic batteries)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MLCB 제조를 위한 핵심 소재인 세라믹 전해질 소재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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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용 소재 등 관련 산업에 필요 불가결한 공업용 소재로서 니즈에 대응한
제품 개발로 시장 대응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관련 산업은 선진국의 기술 및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산·학·연 협동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로 기반기술 개발하여 시장
대응
 배터리의 성능 개선, 저장 용량 확대, 새로운 전해질 소재, 충방전 사이를 특성 개선이나
경제성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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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기술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2021년

2022년

2023년

최종 목표

고온/저온 연료전지용
전해질 소재 기술

이온 전도 특성 :
10-2 S/cm 이상 @
700oC, 두께 150㎛

Ni-rich계 고용량
NCM계 양극재 기술

750 Wh/L급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개발

전해질 지지형
연료전지 기술

단위전지 출력성능:
0.3W/cm2 @
0.85V

고용량 탄소/(금속 또는
금속산화물계)복합 음극
소재 기술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

고효율 조성 기술,
고강도화 기술, 수명 및
신뢰성 향상 기술

IoT 디바이스의 전력
저장 장치용 핵심
소재 개발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중저온 전해질 이온
전도 특성 : 10-2
S/cm 이상 @
700℃, 기판두께
150㎛

이온 전도
특성 :
5mS/cm
이상 @
700℃

이온 전도
특성 :
10mS/cm
이상 @
700℃

이온 전도
특성 :
20mS/cm
이상 @
700℃

이온 전도
특성 : 10-2
S/cm 이상
@ 700℃,
두께 150㎛

상용화
기술혁신

Ni-rich계 고용량
NCM계 양극재
기술

고안정성 Ni-rich
NCM 제조 기술

·Ni비율:
>80%
·에너지밀
도: > 625
Wh/L

·Ni비율:
>85%
·에너지밀
도: > 700
Wh/L

·Ni비율:
>90%
·에너지밀
도: > 750
Wh/L

750Wh/L급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개발

기술혁신

전해질 지지형
연료전지 기술

전해질 지지형
SOFC 전지 상용화
제품 개발

전지최대
출력성능:
0.1W/cm2

전지최대
출력성능:
0.2W/cm2

전지최대
출력성능:
0.3W/cm2

단위전지
출력성능:
0.3W/cm2
@ 0.85V

상용화
기술혁신

고용량
탄소/(금속 또는
금속산화물계)복
합 음극 소재
기술

1000mAh/g급
장수명·고용량
실리콘계 음극 소재

·초기효율:
> 70%
·수명:
>75%

·초기효율:
> 75%
·수명:
>80%

·초기효율:
> 80%
·수명:
>85%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

기술혁신

고효율 조성
기술, 고강도화
기술, 수명 및
신뢰성 향상
기술

MLCB 제조를 위한
핵심 전해질 소재의
저온 소결 및
이온전도도 확보

·소결온도:<
850℃
·전도도:
>10-4
S/cm

·소결온도:<
800℃
·전도도:
>5x10-4
S/cm

·소결온도:<
700℃
·전도도:
>10-3
S/cm

IoT
디바이스의
전력저장
장치용 핵심
소재 개발

기술혁신

고온/저온
연료전지용
전해질 소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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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성
유리

고기능성 유리

고기능성 유리
정의 및 범위
▪ 고기능성 유리는 기존의 판유리, 병 유리와 같은 전통적인 유리에 비해 고강도, 저열전도성 등의 다양한
신기능 등을 갖는 유리 재료
▪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IT산업이나 자동차, 에너지 분야 및 건축 분야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기능성 첨단 유리 제품을 포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산업 특징

•(세계) 화학 강화 유리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507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하여
68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국내) 국내 OLED용 강화 유리 시장 규모는 2018년
2,601억 원에서 연평균 14.2% 성장하여 2024년
5,778억 원 규모로 성장 전망

•스마트

윈도우용

코팅

필름산업은

건축용

필름과

자동차용 필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산업의 특성을 보임
•고기능성

유리

기술집약적인
성공하기

산업은

제품제조가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
필요하므로

독창적이고

속에서도
산업적으로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립이 필요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창호의 에너지 등급제, •화학

강화

유리는

초기에는

작은

보안경용으로

단열 기준 매년 상향 등 규제에 의해 복층 유리 사이에

개발되었으나 점진적으로 그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아르곤을 주입하는 단열 유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있으며, 최근에는 IT 기기의 차별화를 위한 중요 요소인

•정부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단열

핵심부품으로까지 그 역할이 커지고 있음

성능을 높인 코팅유리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강화 유리는 현재 주로 소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있으며,

상업용

빌딩을

시작으로 주거용

시장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

시장이나

건설

분야에서의 응용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초박막 강화 유리 기술

•(해외) 아사히 글라스, 쇼트, 코닝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기술

•(대기업) LG하우시스

•스마트 윈도우 코팅제 제조 기술

•(중소기업) 한글라스, 이건창호

•표면 강화 기술, 가공 기술, 3D 성형 기술
•화학 강화 유리 제조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경제성 제조 공정 기술 확보로 시장 경쟁력 강화
➜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는 신소재개발로 기술적 경쟁력 확보
➜ 2D, 3D 등 복잡 형상 유리 가공 기술개발로 원가 경쟁력 확보

123

전략제품 현황분석

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 고기능성 유리
 고기능성 유리는 기존의 판유리, 병 유리와 같은 전통적인 유리에 비해 고강도, 저열전도성
등의 다양한 신기능 등을 갖는 유리 재료를 말하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IT산업이나 자동차, 에너지 분야 및 건축 분야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기능성
첨단 유리 제품 등을 포함
 적층 유리, 스마트 윈도우, 강화 유리 등의 세 종류 유리가 건축이나 IT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적층 유리) 2장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폴리머를 넣어 강화한 강화 유리나,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단열층을 형성하여 열전달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복층 유리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유리 분야에서 적층 유리는 접합 유리만을 말하는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하여 복층 유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스마트 윈도우) 차량이나 주택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적외선을 차단하거나 투과율을 조절하여
외부나 내부로부터 열에너지의 유입/유출을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고기능성
유리로서 수동형과 능동형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강화 유리) 일반적인 조성의 유리 표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반적인 강화 유리나 접합
유리보다 고강도 및 고경도를 갖는 유리로써 휴대전화의 커버 글라스나 백 커버 등의 분야에 사용됨
[ 고기능성 유리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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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유리
 화학 강화 유리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높은 강도를 갖도록 제조한 유리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유리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화학적 방법은 유리 표면의 조성을 변화시켜
강도를 높이는 방법
 향후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핵심소재인
고기능성 유리 분야의 기술개발이 필수적
▪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사양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술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각 업체에서는 IT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각 업체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커버 글라스 등 소재
부분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윈도우란 주택이나 차량 등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태양광의 투과율을 스스로 조절하여
냉방이나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윈도우를 말함
▪ 바깥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짙어져 태양광 에너지를 차단해 실내의 온도를 낮추고,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색이 옅어져서 태양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실내 온도 상승
▪ 자동차, 버스, 항공기, 기차 등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택·인테리어 등 건축 분야,
정보표시 분야(디스플레이·반도체)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음
▪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이 요구되고 있고 주택산업이나 수송기기 분야에서 냉난방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절감 방법이기 때문에, 스마트 윈도우의 필요성이 증가

 수동형 스마트 윈도우는 화학 증착법(CVD)이나 스퍼터링법 등의 박막 증착법으로 유리 표면에
특정 물질을 증착하거나 코팅 필름을 부착하여 일정 파장의 태양광을 차폐 또는 투과시키는
방법을 말함
▪ 전기적 또는 전자적 시스템이 없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스마트한 기능(UV 차단,
태양광으로부터 열/IR 흡수)을 수행하는 방식
▪ 최근 에너지 절약 의식 향상에 의해 투명한 필름을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필름
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

 능동형 스마트 윈도우는 외부에서 전류를 투입하면 자외선(UV)나 태양광 등의 투과율이
변화되는 물질을 이용하여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흡수율을 조절할 수 있는 윈도우
▪ 이 방식은 고분자 분산 액정(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PDLC) 방식, 전기 변색
방식(Electrochromic, EC) 등의 방식이 있음
▪ 이 기술은 새롭게 개발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주택이나 수송기기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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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용 유리는 터치패널용 화학강화 유리로, 스마트폰용 커버
윈도우 글라스로 이미 국내시장만으로도 수조 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대형 터치패널,
자동차 경량화용 등으로 확대 시 가장 중요한 유리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판유리 업계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물류 효율화 등으로 원가 경쟁력
향상 및 고기능성 유리 시장개척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이 필요함

 국내 유리 시장은 판유리, 유리 용기 등 전통유리 산업구조에서 이미 벗어나 LCD 유리 등
고부가가치 유리 산업구조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지만 LCD 산업의 중국 주도가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OLED는 점차 상용화 중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의 렌즈에 적용되는 광학유리의 경우에도 유리모재는 전량 수입하여
가공 후 국내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형태를 나타냄
▪ 초정밀 광학유리 소재 관련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정밀 광학유리 관련 광학
제품-부품-소재 관련 기업들을 연결하여, 핵심기술을 추출하고, 장기, 중기, 단기 개발 기술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석영유리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포토마스크용의 경우나 반도체 공정
부자재용의 경우는 유리 소재를 전량 수입 후 가공하여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실정으로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품목임
- 이에 국내 중견기업 규모의 석영유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석영유리 원자재 생산업체를 육성하여
기술력 향상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성능확보가 필요함
▪ 그 외에도 산업용 유리의 경우 정확한 시장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다품종 소량 형태로 수입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정보 및 DB가 없어 이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용 유리에
대한 국산화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의 두께 감소, 강도 향상 및 경량화를 통해 가볍고 강한
유리 용기 확보, 형상의 다양화를 통한 디자인성 강화, 컬러 코팅 용기를 이용한 제품의
다양성, 살균 및 내오염 특성을 가진 기능성 용기를 이용한 적용 제품의 다양화와 같은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의 빠른 추격과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고급제품 선점 등과 같은 불리한 환경과 더불어
제조설비, 업체, 인력 등의 인프라 부족이라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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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가치사슬
 (가치사슬) 고기능성 유리 분야의 밸류체인에서 중요 플레이어들은 유리 제조업자, 배급 업자,
마케팅 업자, 판매업자, 유리 조립 업자 그리고 빌딩이나 자동차 등에 고기능성 유리를
설치하는 업자 등으로 구성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윈도우 분야에서 기초 소재 분야는 스마트 글라스 제조, 스마트 필름
제조 그리고 스마트 윈도우 생산용 화학소재 공급업체로 구성되있으며 전방산업은 국방,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구조를 지님


(강화 유리) 화학 강화 유리의 공급 사슬은 유리 원판 공급업체, 화학 강화 혹은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 증착 업체, 패널이나 모듈 제조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기기 세트 업체로 구성되며 기초 소재 분야는 약하고 최종 단계인 제품 조립 분야는 매우
강한 산업구조
▪ 원판 공급자 수는 적고, 최종 제품 생산자는 매우 많은 화학 강화 유리 원판 시장은 선진적인 몇몇
회사가 공급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로 공급자 우위 시장을 형성

[ 고기능성 유리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고기능성 유리 분야

전방산업

스마트 글래스 공급업체, 스마트
필름 공급업체, 화학소재
공급업체

적층 유리, 스마트 윈도우, 강화 유리

국방,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항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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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분류
 유리 제품은 크게 전통유리와 고기능성 유리로 구분
▪ 기존의 전통유리 제품은 단순한 수동적 기능을 가지고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
▪ 고기능성 유리 제품들은 소재 자체에 고도의 기술이 접목되거나 여러 복합기능이 가미되어 산업용
제품들의 핵심부품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
[ 유리 종류의 비교 ]

전통유리

판유리

고기능성 유리

•건축용 판유리

•스마트 윈도우

•자동차용 판유리

•스마트폰 전면 및 후면 커버 유리

•산업용 판유리

•LCD 기판 유리

•내열 유리

•태양전지용 기판 유리

•병유리
용기유리

•법랑 유리

•고내열 결정화 유리(vision)

•식기 유리

•고강도 식기 유리(코닝)

•공예 유리
•안경용 유리
광학유리

•카메라 렌즈
•광학렌즈

•형광등 유리
전자용 유리

•전구 유리
•TV 브라운관 유리

•광학필터
•디카용 렌즈
•포토크로믹 유리
•레이저 유리
•석영 유리(포토마스크용)
•저온 소결 기판
•LTCC유리
•광학디스크
•전도성 코팅유리

코팅유리

•거울

•무반사 코팅유리

•반사유리

•발수 코팅유리

•미장유리

•박막형 태양전지
•적외선 차단 유리(Low-E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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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고기능성 유리 산업의 영향력 및 수요의 증가
 고기능성 유리 산업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로 산업의 영향력 증대 추세
▪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강화 유리의 필요성 및 도입 확대 추세이며 주거용 시장으로의
확대를 이루고 있으며 접합 유리도 발코니 난간대를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
▪ 로이 유리도 가장 기본적으로 복층 유리에 적용되며 단열효과를 높인 고품질의 로이복층유리를
필두로 안전까지 겸비한 강화복층, 접합복층 등 이제는 단일 품목의 유리 제품이 아닌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산업은 점차 확대
▪ 실내·외 인테리어용 유리 시장도 다양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테리어 유리는
현재 판유리 전체 시장에서 물량면으로 35% 정도를 차지
▪ 고기능성 유리 및 다양한 안전유리,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유리의 용도 확대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단열성능이 뛰어난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고기능성 유리의 수요 지속 증가 전망
▪ 단열성능이 뛰어난 로이유리 및 더블 로이유리를 비롯하여 방화유리, 솔라유리 및 코팅유리 등
고급제품에 대한 건설업계 및 설계업계의 요구가 지속됨
▪ 특히 그린홈(Green Home)과 같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로이유리
수요가 증가해 기능성 유리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추세
▪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이유리를 비롯한 코팅유리의 개발은 빠르게 진행
▪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빠르게 법제화를 진행하여
로이유리의 사용확대와 로이복층유리의 적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고단열 로이유리 ]

* 출처 : 한글라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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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및 대형 건물의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안전유리 시장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에 접합 유리의 적용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해줄
방화 유리 등의 안전유리에 대한 요구 증대 추세

 일반 유리가 장치산업으로서 단순히 대량 생산체제를 통해 제조되는데 반해, 고기능성 유리는
대량생산체제 속에서도 기술집약적인 제품제조가 필요하므로 산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립이 필요
▪ 스마트 윈도우는 자외선 차단특성, 가시광선 조절기능 및 적외선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자동차,
버스, 항공기, 기차 등 수송 분야에서 이용
▪ 최근엔 주택·인테리어 등의 건축 분야,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의 정보표시 분야 등에 다양하게 응용

◎ 분야별 산업 동향
 (화학 강화 유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곡면 유리 등 3D
형상의 응용이 확대될 전망임
▪ 화학 강화 유리는 스마트폰, 공업용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게임기, 태블릿 PC,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후방산업의 IT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발전은 후방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스마트폰 등 첨단 IT 기기 분야에서의 제품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인 차별성은 주로 소재 분야에서
나타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IT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화학강화 유리 원판은 외국 선진사 몇 곳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
구조(supply chain)은 철강이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원 소재 생산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음
[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

* 출처 : 코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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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윈도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건축물이나 수송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 분야의 스마트 윈도우 분야는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됨
▪ 스마트 윈도우는 현재 국내에서는 진입 초기 단계이지만, 에너지 절감 및 고기능성 부여를 위한
미래형 기술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용도를 개발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실제로 상품화되고 있어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됨

 (스마트 윈도우용 코팅 필름) 건축용 필름과 자동차용 필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건축용의 경우 필름에 대한 요구조건이 자동차용 필름에 비해 까다로우며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산업의 특성을 보임
▪ 윈도우 필름은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율, 내부열 차단율 측면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는 두께를 줄이면서도 기존 필름과 동등한 기능을 구현하고 안전성도 향상된 윈도우
필름이 개발될 전망
▪ 태양광 투과율뿐만 아니라 태양열의 흡수나 차단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윈도우 필름
▪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 부착된 유리는 바람 등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하므로, 단열 기능 외에
내충격성이 향상된 윈도우 필름, 유해 자외선 차단 외에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 기술, 살균용(대장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나노복합체 적용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윈도우 필름 등의 개발이
진행 중
▪ 유럽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해 유럽 스마트윈도 시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지난 수십 년간 스마트 윈도우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됨
▪ 자동차에서 스마트윈도는 탑승자를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눈부심을 줄이고 차량 내부
열을 제어해 온도관리 유지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함
▪ 그밖에 스마트 윈도는 열, 눈부심 방지가 필요한 항공, 기타 운송 분야 등 활용범위가 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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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 강화 유리 세계시장 전망
 화학 강화 유리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507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하여
68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 중국 자동차와 건설 산업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화 유리 시장 급성장 예상
▪ 다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자동차/건설 산업의 제동 가능성 존재
[ 강화 유리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50.7

53.3

55.9

58.7

61.6

64.7

68.0

5.0

* 출처: Tempered Glass Market by End-User Industry (Automotive, Construction, and Others) -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7-2023, Allied Market Research, 2017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추정

 강화 유리는 자동차, 건설,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며 특히 최근 자동차와
건설 산업에서 강화 유리의 수요 증가 추세
▪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로 건설용 강화 유리의 도입 증가
▪ 전자기기용 터치스크린 강화 유리도 코닝, 3M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있는 상황
▪ 현재 화학 강화 유리 응용 분야는 여러 새로운 시장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향후 예상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강화 유리 산업별 비중 ]

* 출처 : TEMPERED GLASS MARKET -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20  2025), mordor
intellige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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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윈도우 세계시장 전망
 스마트 윈도우 시장은 환경친화적 건축물과 수송기기 수요증가에의해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세계 스마트 윈도우시장은 전체적으로 2018년 기준 909억 달러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연평균 9.6%의 성장을 하여 2024년 1,576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스마트 윈도우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90.9

99.7

109.2

119.7

131.2

143.8

157.6

9.6

* 출처: Global Smart Glass Market 2019-2023, 2019, Tech-Navio 자료를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추정

 수동형 스마트윈도우인 Low-E(건축) 시장은 2017년 기준 777억 달러의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스마트윈도우 시장의 96%를 점하고 있음
▪ 이 시장은 향후 9%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수동형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10억 달러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점유율을 보임
▪ 향후 성장률도 7% 정도로 상대적으로 Low-E보다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Low-E를 제외한 수동형 스마트윈도우 시장에서는 윈도우용필름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능동형 스마트윈도우 시장은 2016년 2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연평균 21%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하여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61억 달러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
▪ 능동형 스마트윈도우 시장은 주로 수송기기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전망 중이며, 여러 기술 중
전기 변색 유리와 SPD 기술이 양대 기술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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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OLED용 강화 유리 시장 규모는 2018년 2,601억 원에서 연평균 14.2% 성장하여
2024년 5,778억 원 규모로 성장 전망
[ OLED용 강화 유리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2,601

3,015

3,569

4,000

4,431

5,060

5,778

14.2

* 출처: OLED용 유리, KMAPS Self Report, 2020

 현재 국내 화학 강화 유리 분야는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 주도의 시장이며,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시장이나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실정
▪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의 인기가 상승하여 큰 폭으로 시장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국내의 스마트윈도우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정확히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응용 분야의 확대에 따라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
▪ 현재는 주거용·인테리어용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용도 확대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많이 뒤져있는 상태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 재료 중 액정을 사용한
필름에 관한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라믹 분야에서는 유리의 기존 제품의 고기능화와 이를 기반으로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친환경･감성･에너지 저감 등의 최근의 국내산업 요구에
따른 신기술 시장 확대 추세
▪ 도자기, 유리, 연마제, 내화물, 시멘트 등 기존 제품의 고도화와 함께 고효율 건축물, 자동차, 가정용
전자제품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소재 신시장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량 패널, 기능성 섬유, 고강도 도자식기, 경량 강화 유리, 전자부품 제조용 대형 지그, 경량
내화물, 저팽창 투명 결정화 유리, 스마트윈도우 등도자기, 유리, 연마제, 내화물, 시멘트 등 기존
제품의 고도화와 함께 고효율 건축물, 자동차, 가정용 전자제품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소재 신시장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량패널, 기능성 섬유, 고강도 도자식기, 경량 강화 유리, 전자부품 제조용 대형 지그, 경량 내화물,
저팽창 투명 결정화 유리, 스마트 윈도우 등

 국내 세라믹 생산은 ’21년까지 77.8조 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며, 연평균 4.7%로 전체
제조업 성장률(3.3%)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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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고기능성 유리는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기술국 대비
80.6%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1.5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4.4%, 기술격차는 2.1년으로 평가
▪ EU(96.6%)>일본(95.9%)>한국(80.6)>중국(74.5%)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7)
▪ 고기능성 유리는 9.02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윈도우는 로이유리에 단열 코팅을 한 코팅 유리를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 중이며 특히
기존 반사 유리는 과도한 반사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어 반사를 줄이고, 단열
특성을 올린 유리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
 복층 유리는 단열 특성 향상에 개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에 층간에 아르곤을 충진하여
단열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기존 강화 유리를 사용하던 분야에서는 강화 유리와
접합유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그린 빌딩과 에너지 절감 운동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스마트윈도우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기존 액정 제품의 대체와 함께 커튼이 필요 없는 건축용 창호 등은 실내의 조명부하와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

차세대 스마트 윈도우는 빌딩의 실내온도 제어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진화함에
HVAC(냉난방공조) 제품, 블라인드, 커튼, 차양, 조명 등 많은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는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 선루프, 선바이저, HUD(Head Up
Display) 등 여러 자동차 부품에 적용될 수 있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윈도우의 기능이 태양광 투과도의 능동적 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태양전지와의 결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더불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7)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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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유리
 강화 유리 분야는 물리적 강화에 비해 유리 표면부의 화학 조성을 변형시켜 강화하는 화학적
강화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
▪ 현재 연구 방향은 강도 향상에 더해 경도를 올리고, 낙하 충격 저항성을 오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가공이나 공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2D, 3D 가공, 글라스 슬리밍, 미세가공 기술
그리고 공정 자동화 분야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의 친환경화도 주요 개발 방향
중의 하나임

 일반적인 화학 강화 방법으로는 유리 원판을 용융 알칼리 용탕에 넣어 표면의 알칼리 원소를
교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공정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짐
▪ 이에 스프레이 코팅 방식에 의한 강화 방법은 연속식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성이 높고 항상 일정한
공정 조건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유리 원판을 용탕에 담그지 않고 강화 물질 코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이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열처리 온도가 낮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알칼리 용융염의 소모량도 적다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향후 대표적 강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

 글라스 슬리밍(glass slimming)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강한 산으로 양면 식각해 경박
단소화하는 기술이나, 현재는 슬리밍을 공정 없이 강화 유리를 얇게 제조하려는 경향이 있음
▪ 패널의 두께와 무게가 약 40% 이상 절감되며, 얇아진 만큼 화면 굴절률이 감소되고 투과율이
증가하여 디스플레이 품질이 개선됨
▪

그러나 불산을 사용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산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공정이 개발되고 있음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 분야에서 후면 커버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강화 유리를 곡면으로
가공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음
▪ 화학 강화 유리에서 내부의 균열 크기가 10㎛ 이하이면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크기가 그 이상이
되면 강도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커버 글라스 가공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가공 기술 확보 여부에 의해 가공 수율이 결정되므로 스마트폰의 커버 및 후면 글라스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임

 현재 스마트폰에서만 사용되던 강화 유리의 응용 분야가 자동차나 건축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유리 강화 공정이나 공정 효율화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스마트폰 커버 유리에서만 적용되던 화학강화 유리가 자동차유리에 적용이 검토됨에 따라 대형 유리
기판의 화학강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태양전지나 건축용 로이글라스 제품 등에서도 화학강화 유리가 경량화 이슈로 관심이 많음 특히
BMW에서는 화학강화 유리를 적용하여 경량화를 시도하고 있음
▪ 태양전지나 건축용 로이글라스 제품 등에서도 화학강화 유리가 경량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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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아사히 글라스) 고기능성 유리 생산 및 색상 변화 홀로그램 접합 유리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홀로그램 접합 유리는 다이크로익 필름을 적용하여 빛의 각도에 따라 유리의 색상을 변화하는
유리를 말하는데, 각도에 따라 무지개빛의 다양한 빛을 내며 반짝이는 효과를 주어 건축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함
- 일반적으로 홀로그램 유리는 필름을 유리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나 아사히 글라스는 접합
유리로 적용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인다고 함
- 이 제품의 최대 크기는 1,400x3,000mm이며, 유리 두께는 5m+5mm, 6mm+6mm의 두 종류
▪ 스마트폰에서 홈키(Home Key)를 없앨 커버글라스 개발
- 커버글라스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보호하는 유리인데 AGC아사히글라스 제품은
여기에 특별한 기능이 추가
- 이 기능은 지문인식모듈 위에 강화 유리를 덮은 상태에서도 지문인식이 가능케 하며 지금까지
지문인식은 겉으로 노출되는 홈키 버튼 부분이 필요
- 그러나 AGC아사히글라스의 신형 커버글라스는 이런 물리적 버튼을 유리 뒤로 숨길 수 있어,
스마트폰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방수와 방진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문인식센서 탑재 부분을 특수 가공한 것이 특징이며 두께는 얇지만 강도를 높였고 평탄도를
향상시킴
[ 아사히글라스가 개발한 커버글라스 동작 개념도 ]

* 출처 : 아사히글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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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닝) 2007년부터 Gorilla라는 이름으로 강화 유리를 생산하고 있음
▪ 최근 코닝은 기존보다 내구성이 두 배 높은 '코닝 고릴라 글라스6'를 2018년 7월 19일 발표했으며
여러 번 떨어뜨려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스마트폰 커버 유리 성능을
개선했다고 함
- 코닝이 개발한 고릴라 글라스 6는 1m 높이에서 아스팔트 같은 거친 표면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체 실험에서 평균 15회 낙하에서도 파손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작인 고릴라 글라스5보다
내구성이 두 배 더 뛰어난 것이며 지금까지 출시한 커버 유리 중 가장 낙하 성능이 뛰어난
것이라고 함
- 코닝은 고릴라 글라스를 자동차용으로도 공급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후면과 선루프 등 접합 유리로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하면 소다라임 유리 대비 중량이 30% 이상 가볍고 내구성은 두 배 높다고 함

 (쇼트) 특수 유리 전문업체인 독일 쇼트는 스마트기기의 디스플레이 보호용 필름이나
지문센서(Finger Print Sensor, FPS), 카메라 렌즈 등의 전자제품을 위한 초박형 유리 ‘쇼트
AS 87 에코’를 선보임
▪ 특수 유리 및 글라스 세라믹 분야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술 그룹으로 스마트폰용 화학 강화 유리와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유리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일반적인 초박형 강화 필름과 FPS는 화학적 식각 기술을 이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제조방법은 위험한 불산계 식각액(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이용해 커버 유리를 얇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와 달리 쇼트는 추가적 슬리핑 공정이나 위험 물질의 사용 없이 용융 상태에서
바로 초박 유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음
▪ 이 제품은 기존 커버 글라스에 비해 긁힘 저항성은 95% 이상, 눈부심 방지 기능은 85%까지
개선하였고 이는 눈부심 방지 코팅 기술 중 최고 수준으로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음
▪ 그 외 쇼트은 수만 번 구부려도 깨지지 않는 두께 70㎛의 매우 얇은 글라스 기판을 개발하였고, 이
유리는 코닝의 플렉서블 글라스인 윌로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글라스로 쇼트는 이 글라스가
코닝 제품에 비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스마트 윈도우용 글라스 기판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는 없으며, 해외에서는 Saint-Gobain,
Pilkington, Asahi Glass, Schott Glass 등에서 글라스 원판을 생산하고 있음
 스마트 필름 제조업체로는 Switch Materials, Ravenbrick, Polytronix, Sun-Tec, DaiNippom
Chemical, Hitachi Chemical, 3M 등이 있음
 스마트 윈도우용 화학 소재 제조업체로는 DuPont Teijin Film, Toray, Dai Nippon Ink 등이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SKC가 유일하게 Film Substrate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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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LG하우시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창 개폐부터 환기까지 기능을
제어하는 스마트 윈도우 창호를 세계 최초로 출시
▪ LG하우시스에서 개발한 이 스마트 윈도우는 스마트폰으로 창의 개폐, 방범 알람, 환기, 채광 조절 등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이 윈도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집 안에서는 물론 외출
중에도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창을 여닫을 수도 있으며, 강제로 열리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방범
알람 기능도 갖췄다고 함
▪ 이 윈도우는 유리 색상을 투명 혹은 불투명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전류 흐름에 따라 투과도가
변하는 고분자 분산형 액정(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을 사용한 ‘매직 글라스’로 커튼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생활 보호 및 채광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함
▪ ‘스마트 윈도우’에 내장된 자동 환기 시스템이 방, 거실 등에 설치된 실내공기 오염농도 감지 센서와
연동돼 스스로 환기구를 개폐할 수도 있음
▪ 유럽 창호업체에서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일부 기능을 작동하는 창호를 선보인 적은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폐부터 채광 조절, 환기, 방범까지 모든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창호를 개발한
것은 LG하우시스가 세계 최초

 (한글라스) 두 겹의 silver layer를 코팅한 고기능, 고효율 로이 글라스를 출시하였음
▪ 이 코팅 유리는 뛰어난 단열 특성과 우수한 차폐 성능을 갖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실버 색상으로
외관도 수려하다고 함
▪ 한글라스의 신제품 로이 유리는 탁월한 단열 성능과 태양열 차폐 성능으로 여름철이나 낮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열을 차단하여 냉방비를 절감시키고, 겨울철이나 저녁 시간에는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어 난방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함



(새한유리공업) TPS(Thermo Plastic Spacer) 제조 라인을 국내 최초로 오스트리아
LiSEC로부터 도입했으며 이 제조 라인은 완전 자동 생산 시스템으로 TPS 부착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여 높은 생산성과 높은 품질을 달성 가능하다고 함
▪ TPS 단열 복층 유리는 단열성이 우수하고, 결로 방지 효과가 있으며, 열손실이 적고 간봉 두께
조절이 자유로워서 다양한 형태의 복층 유리를 생산 가능함
- 자동화에 의해 아르곤 주입시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있으며, 정확한 수치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품질이 균일하고 외관이 수려한 장점이 있음

 (미라클 글라스) 고분자 분산현 액정(PDLC, 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을 이용하여
인가전압에 의해 빛의 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매직글라스를 개발
▪ 이 제품은 출입문의 유리창이나 빔 프로젝터의 리어 스크린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며, 최대
사이즈는 1,800mm x 4,000mm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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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앤윈) 환경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에너지 절약 코팅유리 ‘知-Glass’는 자외선과 적외선은
동시에 차단하면서 가시광선 투과는 높이고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구현함으로써 건축용 유리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
▪ 복층유리의 유리와 유리 사이에 블라인드 및 스마트 필름을 내장해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원격 제어를 통한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안전성을 높였음
▪ 투과율 40% 이상의 투명태양광 모듈을 창 및 아파트 난간대 등에 적용함으로써 태양광 모듈의
적용 범위를 넓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평상시에는 불투명하지만, 필름에 전기신호를 주면 투명하게 바뀌는 스마트글라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제품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구축을 통해 첨단
스마트제품도 개발하고 있음

 (이건창호) 차세대 슈퍼 진공 유리의 고속화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
▪ 슈퍼 진공 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의 진공 층이 열전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차세대 단열 유리
▪ 탁월한 단열 성능과 방음 성능으로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진공 유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독일 패시브 하우스 협회의 '패시브 하우스 인증(PHI)'을 획득
▪ 일반 아파트 창에 들어가는 단열 유리인 로이 복층 유리보다 4배 이상 우수
[ 아이건창호 차세대 진공유리 구조 ]

* 출처 : 이건창호 제공

 (유티아이) 초소형·초박형 윈도 커버글라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강화 유리 원판은 미국
코닝, 독일 쇼트, 일본 아사히글라스AGC에서 수입하여, 레이저 가공 후 완성 부품은
삼성전자와 소니 등에 공급,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등에 탑재된다고 함
▪ 유티아이의 핵심 경쟁력은 대형 원장(Sheet Process) 단위 생산방식으로 낱개(셀) 단위가 아니라
원판 상태에서 전체 공정 진행 후 최종 공정에서 완벽하게 분리하는 레이저 절단기술로 생산성과
수율을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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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고기능성 유리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연구분야
• 나노박막 코팅 상온 공정 조건 확보
• 확보된 상온 공정 조건을 제어를 통해 다층 나노박막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코팅을 실시하여 원하는 근적외선 영역의 열선 차단 기술
• 하이브리드 구조의 다층 박막 구조를 통한 근적외선
및 원적외선 동시 차폐 조건 확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전기변색용 전극 나노입자의 합성 기술 및 고정화 기술
• 박막 증착공정의 최적화를 통한 특성 제어 기술

• 분자구조가 나선형인 액정 소재와 아조 벤젠계 화합물을
한국과학기술원

-

혼합해 새로운 형태의 액정
• 스마트 윈도우 제품의 투명도 조절 가능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ETRI ICT소재부품연구소 산하 실감 소자 연구 본부에서는 전기적 신호에 따라 빛의 투과도를
조절하는 전기 변색 소자를 연구하고 있음
▪ 이 소자는 현재 스마트 윈도우나 자동차의 룸미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투명디스플레이의
셔터로 사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위장용 디스플레이나 새로운 극소형 광변조
소자로의 응용 가능성도 있음
▪ 대형 광셔터 기술부터 극소형 광변조 소자 기술까지 새로운 전기 변색 소자 및 구조를 연구하고 있음
▪ 유리창에 특정 물질을 붙여, 전기를 가하면 햇빛의 투과율을 조정해 투명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음
- ETRI가 개발한 전기변색기술은 8 나노미터(10⁻⁹m) 크기의 나노 입자 구조체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노 입자 구조체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크기가 작아 비표면적이 넓다는 특징이 있어
구조체의 표면에 변색물질을 많이 붙일 수 있음
▪ 나노 구조체를 적용한 전기 변색 기술은 변색 시 필요한 이온의 이동 거리가 짧아 변색속도도
빠른데, ETRI가 개발한 기술의 변색속도는 대략 0.1초로 기존 상용제품이 수분에서 수초에서 달했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투명도는 최대 90%까지 어둡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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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첨단소재부품연구본부 산하의 융복합전자소재 연구센터에서는 스마트
윈도우용 소재와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KETI의 기술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선 및 주위환경에 따라 투과/반사도를 윈도우 스스로 또는
선택적으로 조절한다는 특징이 있음
- 이 기술은 자동차 및 건축물 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 윈도우 기술임 현재 TRL
4단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 중
▪ KETI의 기술은 외부 온도에 따라 투과를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 다양한 굴곡을 갖는 유리에 필름
형태로 맞춤 적용 가능, 간단한 제작 공정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 가능
- 기존 유리의 교체 없이 적용 가능하므로 초기 시장진입이 쉽고,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광전융합 시스템 연구단에서는 영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자외선 유무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개방·차폐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창호형 태양전지와 결합한 다기능 태양전지 일체형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하였음
▪ KIST 연구팀은 분자구조가 나선형(helix, 나사선)인 액정 소재와 아조 벤젠계(Azo Benezene)
화합물을 혼합해 새로운 형태의 액정을 만들었는데, 아조 벤젠계 화합물은 빛을 만나면 분자구조가
변하는 특성이 있어 빛의 유무에 따라 액정의 나선주기를 조절할 수 있음
- 이렇게 만들어진 액정에다 위, 아래 각각 2개의 편광판을 부착하면 스마트 윈도우를 만들 수 있음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윈도우 기술은 태양빛을 개방·차폐하는 기능은 있지만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추가의 전원이 필요하거나, 사용자가 장치를 동작시켜야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일체형 스마트
윈도우’는 추가적인 외부 전원이나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외선에 반응해 스스로 작동해 빌딩이나
차량에 쓰이는 경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추가 전력생산도 가능하다고 함

 세라믹기술원 전자융합본부 광·전자부품 소재센터에서는 터치판넬 용 화학강화 글라스 소재기술을
연구하고 있음
▪ 화학 강화 유리 연구는 주로 기업체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세라믹기술원에서 소규모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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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고기능성 유리는 ’09년부터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15년 이후 최근까지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의 48%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고기능성 유리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23%, 유럽은
18%, 한국은 11% 순으로 나타남

[ 고기능성 유리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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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0년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
▪ 일본의 출원 수에 비해 22% 정도의 수준을 보임

 미국의 출원현황은 출원수가 매년 40건 이하이나 ‘12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일본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체 특허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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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Functional Layer, 제조 방법, 유리 기판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 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Transparent Substrate Coated, Refractive Index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기능성
유리 분야에도 초박막 강화 유리 기술,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기술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Functional Layer, 제조 방법, 유리 기판, Thin Layer, High Strength, Dielectric Layer, 압축 응력, Glass
Composition, 광학 소자, 유리 조성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Functional Layer, Thin Layer, 제조 방법, Dielectric
Layer, 압축 응력, 유리 조성, Barrier Layer, Glass
Substrate, Heat Treatment, 유리 기판

2구간(2016년~2020년)

•Functional Layer, Thin Layer, Dielectric Layer, 투명
기판,

Dielectric

Coated,

Coating,

Refractive

Transparent

Index,

유리

Substrate

기판,

Glass

Substrate, Transparent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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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고기능성 유리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일본 및 유럽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프랑스의 SAINT-GOBAIN GLASS
FRANCE인 것으로 나타남
▪ 제 1 출원인인 SAINT-GOBAIN GLASS FRANCE의 출원은 상대적으로 유럽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나, 한국과 미국에도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미미한
출원규모를 나타내어 아직 미국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고기능성 유리 관련 기술로 건축소재 및 세라믹소재를 다루는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개인)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고기능성 유리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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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SAINT-GOBAIN GLASS FRANCE
 SAINT-GOBAIN GLASS FRANCE는 프랑스의 글로벌 건축자재 기업으로, 전기전도성, 발수성
등의 효과를 갖는 투명기판, 투명패널 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
▪ 주요 특허들은 유전체 층을 포함하는 투명기판, 투명기판 표면 상의 전도성 코팅을 실시하는 투명
패널에 관한 기술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것으로 파악
[ SAINT-GOBAIN GLASS FRANCE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773997
(2017.03.20)

Transparent pane

투명 기판 및 투명 기판의 표면 상의
전기 전도성 코팅을 포함하는 투명 패널

US10508054
(2016.09.06)

Transport vehicle glazing
with water repellent and
anti-dust coating
associated with a
detection device

검출장치를 갖고, 발수성과 방진
코팅으로 장치를 유약칠하는 운송 차량

US10745318
(2016.06.30)

Material provided with a
stack having thermal
properties

유전체 코팅들은 적어도 하나의
고굴절률 유전체 층을 포함하고, 재료는
얇은 층들의 스택으로 코팅된 투명 기판

US10167225
(2015.09.29)

Substrate provided with
a stack having thermal
properties and a
substoichiometric
intermediate layer

기판은 은에 기초한 단일 금속 기능층
또는 은을 함유하는 금속 합금 및 2개의
반사 방지 코팅을 포함하는 적외선 및
태양 복사에서 반사 특성을 갖는 박막
스택

US10421687
(2015.09.29)

Substrate provided with
a stack having thermal
properties and a metallic
terminal layer

기판은 은을 함유하는 금속 합금 및 2개
이상의 반사 방지 코팅을 포함하는
적외선 및 태양 복사에서 반사 특성을
갖는 박막 스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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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PON ELECTRIC GLASS CO LTD


NIPPON ELECTRIC GLASS CO LTD는 일본의 FPD, LCD 등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기업으로, 다수의 고기능성 유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팽창 고강도 강화 유리
패널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자국 일본에 출원
▪ 저팽창 고강도 강화 유리 패널, 글라스 접합체 제조기술 등과 관련하여 출원을 진행한 특허 모두
일본에 출원한 것으로, 자국 내 출원 성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
[ NIPPON ELECTRIC GLASS CO LTD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5920554
(2016.03.01)

강화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고강도화와 박형화를 양립할 수 있는 강화
유리 기판의 제조 방법

JP6311511
(2014.07.25)

글라스 접합체의 제조
방법

맞닿음부의 외측 단부에서도 내측에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제2의 글라스
재의 단부를 융해시켜 용접하는 고강도인
글라스 접합체를 제조방법

JP6019842
(2012.07.10)

파장 변환부재의 제조
방법, 파장 변환부재 및
발광 장치

무기 형광체 분말의 굴절률이, 글라스
매트릭스의 굴절률보다도 높은, 고강도인
형광을 출사할 수 있는 파장 변환부재

JP5605748
(2010.04.22)

내화성 필러 분말, 봉착
재료 및 내화성 필러
분말의 제조 방법

저팽창, 고강도이며, 또한 저온으로 고상
반응할 수 있는 내화성 필러 분말

판상 유리의 절단 방법
및 그 절단 장치

글라스 기판 등의 판상 유리를, 절단
예정선에 따라서 국부 가열과 냉각을
실시함으로써 판상 유리의 지지 형태를
적정하게 해, 판상 유리의 변형이나
절단으로 필요로 하는 응력의 부족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상 유리 절단
방법

JP5532219
(2010.01.18)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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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ARA INC
 OHARA INC은(는) 일본의 다국적 유리 제조기업으로, 고기능성 유리 관련 89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두 자국인 일본에 출원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
▪ 글라스 세라믹, 결정화 글라스 등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
[ OHARA INC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6253720
(2016.06.29)

글라스 세라믹 및
그 제조 방법

표면이 내구성이 뛰어나 또한 예추석형, 루틸형
및 브룩카이토형으로 이루어지는 군의 1종
이상의 산화티탄 결정상을 가지고 있는 글라스
세라믹

JP6310247
(2013.12.19)

결정화 글라스

Nb2O5성분을 함유한 글라스 조성으로 결정화
글라스를 제작함으로써, 뛰어난 광촉매 활성을
가짐과 동시에, 내구성에도 뛰어난 광촉매 기능성
소재

JP6391926
(2013.10.03)

결정화 글라스 및
그 제조 방법

산화물 환산 조성으로, P2O5 성분과, TiO2 성분
및 Nb2O5 성분이 적어도 한쪽의 성분과, ZnO
성분 및 RO성분에서 어느 하나의 성분을
함유하고, 광촉매 활성을 가지는 결정화 글라스

JP5882592
(2011.03.11)

글라스 세라믹, 그
제조 방법

표면에 박막이나 코팅 등의 가공을 할 필요가
없고, 벌크재로서 광촉매 특성을 가지는 재료

JP5715353
(2010.07.30)

결정화 글라스 및
그 제조 방법

뛰어난 광촉매 활성과 가시광선 응답성을 가짐과
동시에, 내구성에도 뛰어난 광촉매 기능성 소재,
산화 텅스텐 및 이 고용체를 포함한 결정상을
함유하는 결정화 글라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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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주식회사 케이씨씨
 주식회사 케이씨씨는 한국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저방사 유리, 내환경성이
강하고, 고탄성/고강도의 특성을 갖는 유리 및 유리섬유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8건 출원하였으며,
8건의 특허 중 등록된 특허는 3건을 보유
[ 주식회사 케이씨씨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975637
(2016.07.13)

저방사 유리

특정 두께비를 갖는 이중의 기능성 반사
금속층을 포함함으로써, 방사율이 0.01
내지 0.03이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이며, 뉴트럴 색상을 구현하는
저방사 유리

KR1015072
(2009.02.27)

열처리후 흐림 현상이
감소된 열처리 가능한
저방사 유리 및 그
제조방법

열처리 후 바람직하게는 70% 이상의
높은 가시광 투과율을 가지며, 또한,
후가공 열처리(굽힘, 강화)가 가능하고
열처리 후에도 흐림 현상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저방사 유리

KR1048099
(2004.12.31)

고강도, 고탄성율을 가지는
유리 장섬유 조성물과
이를이용하여 제조되는
복합체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가능하고, 고강도
및 고탄성율을 갖는 유리 섬유 조성물로
주성분으로 망목형성 산화물인 SiO2,
중간산화물인 Al2O3, BeO 및
수식산화물인 MgO, ZnO가 일정
성분비로 함유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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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한국의 세라믹 전문 연구기관으로, 색변환 소재용 유리조성물, 화학강화
유리, 고기능성 투명전도막 유리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6건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진행한
6건의 특허 모두 등록된 것으로 파악. 즉, 출원 건수 대비 많은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166026
(2019.12.16)

고강도 색변환 소재용
유리 조성물 및 색변환
소재의 제조방법

조성물에는 열처리에 의해 매트릭스
유리상에 적어도 일부분에 결정이 생성되어
일반적인 형광체 복합 유리 색변환소재보다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가 포함된 색변환 소재용 유리
조성물

KR1469506
(2013.03.05)

강도가 개선된
화학강화 유리의
제조방법

유리 면취부의 에칭을 통해 유리 면취부에
형성된 미세크랙을 제거하고
화학강화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강도를 개선하는 화학강화 유리의 제조방법

화학강화처리 장치

화학강화처리하는 동안에 화학강화를 위한
유리가 적재된 지그가 회전될 수 있으므로,
지그의 회전에 의해 칼륨 소스 용액이
교반되어 대류가 발생하게 되고, 화학강화
대상물인 유리에 대하여 균일한
화학강화처리

KR1139616
(2009.12.29)

고강도 안전유리
제조방법

액상 수지를 다양한 형상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의 표면에 코팅한 후 경화시킴으로써
유리의 파손강도를 향상시키며,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유리 비산이 적은 고강도
안전 유리

KR1021141
(2007.08.22)

습기제거용 불소 함유
산화주석(fto)
투명전도막 유리및
이의 제조방법

유리판층, 유전체 배리어층, 기능성층, 금속
전극층, 플라스틱 중간층 및 유리판층의
순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진 습기제거용 불소
함유 산화주석(FTO) 투명전도막 유리

KR1469508
(2013.02.20)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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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엘지하우시스
 (주)엘지하우시스는 한국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창호용 유리 자재,
투명유리기판, 저방사 코팅 유리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6건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진행한
6건의 특허 모두 등록된 것으로 파악. 즉, 출원 건수 대비 많은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엘지하우시스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157540
(2017.12.06)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우수한 광학 성능을 유지하면서, 내구성,
내열성, 내습성 및 내마모성이 향상된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KR1972364
(2016.09.09)

저방사 코팅 및 저방사
코팅을 포함하는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하부 유전체층, 배리어층, 저방사 보호층,
저방사층, 저방사보호층 및 유전체층을
포함하는 저방사 코팅과 이를 포함하는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KR1934062
(2015.09.14)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투명 유리 기판 및 상기 투명 유리 기판의
일면에 형성된 저방사 코팅을 포함하여
내열성, 내습성 및 내마모성이 향상된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KR1979625
(2015.07.14)

저방사 코팅 및 저방사
코팅을 포함하는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하부 유전체층, 배리어층, 저방사 보호층,
저방사층, 저방사보호층 및 유전체층을
포함하는 저방사 코팅과 이를 포함하는
창호용 기능성 건축 자재

배강도 진공유리

단열성과 고강도를 만족하며, 파손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배강도 진공유리로
판유리의 밀봉접착 후의 표면압축응력이
20Mpa~ 50Mpa인 것을 특징

KR1379061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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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고기능성 유리

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고기능성 유리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21로 고기능성 유리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76으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주요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SAINT-GOBAIN GLASS
FRANCE(프랑스)

140

7.7%

0.08

1

NIPPON ELECTRIC GLASS CO
LTD(일본)

98

5.4%

0.13

2

OHARA INC(일본)

89

4.9%

0.18

3

쌩-고벵 글래스 프랑스(프랑스)

56

3.1%

0.21

4

ASAHI GLASS CO LTD(일본)

54

3.0%

0.24

5

CENTRAL GLASS CO
LTD(일본)

44

2.4%

0.26

6

HOYA CORP(일본)

43

2.4%

0.29

7

ASAHI GLASS COMPANY
LTD(일본)

40

2.2%

0.31

8

CORNING
INCORPORATED(미국)

37

2.0%

0.33

9

OCV INTELLECTUAL CAPITAL,
LLC(미국)

33

1.8%

0.35

10

전체

1827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90

75.6%

0.76

대기업

23

19.3%

연구기관/대학

6

5.0%

전체

119

100%

CR4=0.21
n

CR중소기업=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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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소송 현황 분석
 고기능성 유리 관련 기술 진입 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력 검토
▪ 2017년 3월 뉴욕 서부지방법원에 원고 Ivoclar Vivadent AG와 Jersey Dental Supplies, LLC
간의 리듐 실리케이트 재료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 2017년 3월 뉴욕 서부지방법원에 원고 Ivoclar Vivadent AG와 Polidental Zaragoza S.L. 간의
리듐 실리케이트 재료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 2017년 3월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 원고 Ivoclar Vivadent AG와 GC America Inc., 간의 리듐
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 Ivoclar Vivadent AG는 다양한 리튬 실리케이트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기능성 유리 관련 특허소송 현황 ]
명칭

1

2

3

154

US8444756
(2013.05.21)

US7816291
(2010.10.19)

US6802894
(2004.10.12)

출원인

원고 v. 피고

Lithium silicate materials

Ivoclar Vivadent AG

Ivoclar Vivadent AG
v.
Jersey Dental Supplies,
LLC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E.MAX - dental ceramic
products

2017.03.22

2017.06.13

명칭

출원인

원고 v. 피고

Lithium silicate materials

Ivoclar Vivadent AG

Ivoclar Vivadent AG
v.
Polidental Zaragoza S.L.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Disimax product line dental restoration products

2017.03.21

2017.06.19

명칭

출원인

원고 v. 피고

Lithium silicate glass ceramic

Ivoclar Vivadent AG

Ivoclar Vivadent AG v.
GC America Inc.,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Initial LiSi Press - lithium
silicate glass-ceramic
material for dental
restorations products

2017.03.16

2019.01.08

고기능성 유리

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1,322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고기능성 유리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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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8)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Translucent glass ceramic, method for manufacturing

glass, ceramic, crystal,
translucent glass ceramic and its use
oxide, composite,
•Electrode formation material, paste for electrode
material, component,
phase, powder, strength formation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electronic
component with electrode
•Edge
treatments for coated substrates
coat, film, substrate,
클러스터
function, glass, surface, •Method of bonding a window to a substrate without a
02
form, article, thin, sheet primer
•Jettable compositions
composite, ,function,
•Method for functional coating of basalt fiber and of
클러스터 comprise, resin, fiber,
basalt fiber core twisted yarn, basalt fiber and basalt
03
compound, invent,
fiber core twisted yarn by using the method and fabric
particle, polymer, ink
woven therefrom
클러스터
01

클러스터
04

클러스터
05

layer, function, coat,
comprise, metal,
substrate, dielectric,
oxide, stack

•Heat treatable coated glass pane
•Low-emissivity and anti-solar glazing

glass, surface, substrate,
form, material, step, •Production of synthetic quartz
cover, process,
•Method for producing chemical strengthened glass
manufacture, chemic

optic, mold, form, glass, •Molding apparatus and optical element as molded
클러스터
surface, material,
product
06
element, die, function,
•Method of forming optical element
press

클러스터
07

클러스터
08

클러스터
09

glass, layer, surface,
stress, strengthen,
strength, compress,
solve, mass
glass, fiber, weight,
strength, composite,
percent, material, sio,
product
glass, surface, bodied,
laminate, plate, film,
layer, function, form,
solve

8)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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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ed glass
•Method for cutting plate-like glass and apparatus for
cutting the same
•Method of manufacturing high strength glass fibers in

요소기술 후보

-

필름 코팅 유리
제조 기술

-

-

화학 강화 유리
제조 기술

-

표면 강화 기술,
가공 기술, 3D
성형 기술

a direct melt operation and products formed there
from

-

•Composition for high performance glass fibers and
fibers formed therewith
•Glass molten liquid stirring mechanism, cover of stirrer
for glass melting, and method of manufacturing glass
•Laminated glass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적층 유리 제조
기술

고기능성 유리

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고기능성 유리 관련 특허에서 총 10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C03B)
제조, 성형 또는
보조공정

(메인그룹) 내용

요소기술 후보
표면 강화 기술, 가공 기술, 3D
성형 기술

•(C03B-011) 유리의 프레스성형

•(C03C-021) 표면에 이온 또는 금속을 확산시키는 것에
의한 , 섬유 또는 필라멘트가 아닌, 유리의 표면처리
•(C03C-025) 유리, 광물 또는 슬래그로부터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표면처리

(C03C)
유리, 유약(glazes) 또는
유리질법랑(Vitreous
enamels) 의 화학적
조성; 유리의 표면처리;
유리, 광물 또는 슬래
그로부터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표면처리;
유리와 유리 또는
타물질과의 접착

유리의 표면 처리 기술
필름 코팅 유리 제조 기술
유리의 표면 처리 기술
필름 코팅 유리 제조 기술

•(C03C-008) 에나멜 유약

-

•(C03C-013) 섬유 또는 필라멘트 조성물

-

•(C03C-017) 섬유 또는 필라멘트가 아닌 유리

-

•(C03C-003) 유리조성물

-

•(C03C-010) 실투유리 세라믹스, 즉 유리상 내에 분산되어
전조성의 적어도 50중량％를 구성하는 결정상을 갖는 유리

-

세라믹스
•(C03C-027)

유리의

타무기물질과의

접착;

용융이외의

방법에 의한 유리와 유리의 접착
•(C03C-015) 에칭에 의한, 섬유 또는 필라멘트가 아닌,
유리의 표면처리

-

유리의 표면 처리 기술
필름 코팅 유리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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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 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고기능성 유리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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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적층 유리 제조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화학 강화 유리 제조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유리의 표면 처리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열변색 유리 제조 기술

전문가추천

스마트 윈도우 코팅제 제조 기술

전문가추천

필름 코팅 유리 제조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로이복층유리 제조 기술

전문가추천

가스주입단열유리 제조 기술

전문가추천

표면 강화 기술, 가공 기술, 3D 성형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열적 안정성 기술, 저수축 유리 기술, 표면 평탄화 기술

전문가추천

초박막 강화 유리 기술

전문가추천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기술

전문가추천

고기능성 유리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료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 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

선정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전문가 추천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중복성 검토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핵심기술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구축 개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고기능성 유리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초박막 강화 유리 기술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기술

스마트 윈도우 코팅제 제조 기술

개요
•100 um 이하 flexible 박판유리 슬리밍 가공 기술 및 박판유리
화학강화 및 강화특성 평가기술
•멀티 곡율을 갖는 계기판과 CID (Center Information Display),
선루프, HUD (Head Up Display) 등의 제조기술
•전기변색 (Electrochromic, PDLC, SPD), 열변색, 광변색 유리 등의
스마트 윈도우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 코팅제 제조기술
•박판유리를 원하는 형태로 절단 후 절단면을 마무리 한 후

표면 강화 기술, 가공 기술, 3D 성형 기술

강화시키거나 3D 형상 등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 후 강화시키는
기술
•이온반경 차이를 이용하여 유리표면에 이온교환을 통해 압축응력을

화학 강화 유리 제조 기술

생성시켜 박판유리, 곡면유리 등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유리
가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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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경제성 제조 공정 기술 확보로 시장 경쟁력 강화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는 신소재개발로 기술적 경쟁력 확보
 2D, 3D 등 복잡 형상 유리 가공 기술 개발로 원가 경쟁력 확보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고기능성 유리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고기능성 유리

첨단 IT 기술과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유리의 상용화
2021년

160

2022년

2023년

최종 목표

초박막 강화 유리 기술

30um 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개발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기술

고온 안정형
멀티곡률
감성터치센서
기술개발

스마트 윈도우 코팅제
제조 기술

스마트 윈도우용
코팅제 및 대면적
코팅기술 개발

표면 강화 기술, 가공
기술, 3D 성형 기술

이중 곡률
대면적 강화 유리
기술 개발

화학 강화 유리 제조
기술

낙하 내구성 향상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개발

고기능성 유리

(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고기능성 유리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초박막 강화
유리 기술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기술

기술요구사항

두께 50 um이하
박판유리 후가공 및
강화기술개발

멀티

곡율을

자동차용

갖는
대면적

CID 기술 개발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두께 50
um 이하
친환경
슬리밍기술

100 um
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

50um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및 평가
기술

30um 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개발

기술혁신

고온내구성
/고투과도
의 유연
터치
센서기술

고온내구성
고투과율
광학등방성
필름기술

내스크래치
성
멀티곡률
window
기술

고온 안정형
멀티곡률
감성터치센서
기술개발

기술혁신

변색소재와
바인더가
결합된
코팅제
제조기술

스마트
윈도우
대면적
코팅기술

스마트
윈도우용
코팅제 및
대면적
코팅기술
개발

기술혁신

스마트 윈도우
코팅제 제조
기술

변색소재 합성 및
코팅기술 개발

유무기 나
노 변색소
재(전기,
광, 열) 합
성 기술

표면 강화 기술,
가공 기술, 3D
성형 기술

공정 단순화 Edge
가공 기술 및
고난이도 3D
가공기술개발

원장 깨짐
최소화
고속
커팅-힐링
가공기술

이중 곡률
의 대면적
유리
성형기술

이중 곡률
의 대면적
유리 표면
강화기술

이중 곡률
대면적 강화
유리
기술 개발

기술혁신

화학 강화 유리
제조 기술

유리 기판 두께
감소, 다양한
형상에 대응 가능한
강화기술개발

Non-Dippi
ng 및
초박판
Dipping
강화기술

낙하
내구성
향상
화학강화
기술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및 평가
기술

낙하 내구성
향상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개발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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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라믹
원료소재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정의 및 범위

▪ 프리세라믹 원료는 열처리에 의해 세라믹으로 전환되는 고분자형 전구체로 기존의 세라믹 프로세스로 불가능한
다양하고 복합한 형상/구조의 세라믹 소재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원료기술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산업 특징

•(세계) 2018년 첨단세라믹 시장은 약 935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약

1,163억

달러까지

연평균

3.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내) 우리나라의 첨단세라믹 시장은 2018년 3,386억
원에서 연평균성장률 7.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2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항공 우주 및 반도체 및 전자산업에서 폴리머 파생
세라믹의 광범위한 적용이 예상
•SiC

세라믹은

가스투과

고온안정성을

특성이

미래전략소재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적극추진 중이나,
국내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 ⇨ 투자지원 시급
2.0

멤브레인의

기술 동향

•현재 프리세라믹 원료 및 세라믹 섬유, 복합소재 등

「소재･부품･장비

수소제조용

선택적인

지지체로서의 응용 가능성도 검토

정책 동향

•정부는

필요한

활용하여

전략」을

•(고온 SiC계 내열 복합재) 프리세라믹 폴리머 적용
CMC 기술은 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일본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SiC/SiC 또는 C/SiC
복합소재 제조에 적용되고 있음

발표하고

①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중점 추진 중

•(세라믹 소재 3D
의료·바이오

프린팅 기술)

개발

중심으로

연구되고

분야를

초기단계로
있으나,

극한환경 소재의 정밀 형상제어 기술은 부재한 실정임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3D 프린팅 소재부품 응용기술

•(해외) Kyocera Corporation, Morgan Advanced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Materials Plc, CeramTec GmbH, Wolfspeed
•(대기업) 하나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중소기업) 실나노, 코카브, 투비엠테크

•UHTC용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UHTC : ultra-high
temperature ceramic)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SiC섬유제조 공정기술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CMC 복합소재 제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주요 핵심 소재의 대외의존도 탈피 및 응용기술별 Value Chain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 플렛폼 기반 원료-소재-부품 기업가는 Value Chain 간 연계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축
➜ 프리세라믹 원료 설계 및 제조 플랫폼 구축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신산업분야의 제품군 및 기업군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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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프리세라믹 원료는 열처리에 의해 세라믹으로 전환되는 고분자형 전구체로 기존의 세라믹
프로세스로 불가능한 다양하고 복합한 형상/구조의 세라믹 소재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원료기술
▪

프리세라믹 원료는 금속 등의 무기원소를 골격으로 하는 중합체로,
열분해-결정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상과 구조의 세라믹을 구현할 수 있음

용융/용해가

가능하며

(2) 필요성
 초고온 세라믹 소재기술은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민수시장/산업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나, 초기 기술선점을 통해 미래 세라믹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세라믹 신시장 개척을 가능케 하는 미래 핵심소개 기술
 글로벌 경쟁이 강화될수록 세라믹 원료 소재의 첨단기능성 역할 증대
▪ 초연결된 세상을 유지시키는 기술: 전력의 효과적 생산/분배를 위한 인프라 핵심소재/부품 (예
가스터빈 고온부품, 송배전 전력선 등)
▪ 초연결된 세상을 유람하는 인류의 미래를 실현시켜줄 첨단 수송시스템 기술: 자동차, 철도, 항공기,
우주선 등 고성능 소재/부품
▪ 유람하는 인류의 안전과 보건에 기여하는 에너지/환경 기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먹거리
등 구현을 위한 고성능 필터/담체
▪ 부품의 기능, 역할, 역량 등 핵심성능 향상
- 특히, 고경량화, 고내열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라믹 섬유
복합소재와 같은 초고온 내열 세라믹 소재와 더불어 다양한 구조/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세라믹 소재개발에 대한 산학연의 요구 증가

 현재 프리세라믹 원료 및 세라믹 섬유, 복합소재 등 미래 전략소재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나, 국내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투자지원 시급
▪ 최근 FTA 체결 국가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하락
▪ 이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기반산업을 활성화하고
전후방산업의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하여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시스템 창출 필요
▪ 특히, 미래 신산업의 화두 중 하나인 고내열/고경량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원료기술 확보를
통해 소재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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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가치사슬
 (가치사슬)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민수시장/산업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나, 반면 초기 기술선점을 통해 미래 세라믹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세라믹 신시장 개척을 가능케 하는 미래 핵심소재
 (후방산업) 원료소재 및 가공 기술 등을 포함
 (전방산업)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및 기생산 기술기반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형상/구조의
세라믹 융복합 응용소재 구현하여 항공우주, 에너지 등 광범위한 활용범위 예상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프리세라믹 원료 분야

전방산업

소재의 원재료가 되는 소재 및
구조 제어 기술

세라믹 섬유, CMC 고온부품, 세라믹
다공체, 마이크로 부품

열 발전산업, 항공우주, 에너지,
마이크로디바이스 산업

(2) 용도별 분류
[ 용도별 분류 ]

전략제품

공급망 관점

세부기술
• 폴리카보실란 중량 합성기술

세라믹 섬유·복합재용
폴리카보실란

• 섬유/기지용 레올로지 조절기술
• 폴리카보실란 안정화 공정기술
• 유무기 전환에 따른 미세구조 제어기술

프리세라믹
원료

• 용액공정 적용 코팅물질의 포뮬레이션 설계기술
디스플레이/광학 등 기능성
• 저온 경화/세라믹 전환 공정에 적합한 프리세라믹 설계기술
세라믹 코팅 원료
• 경화기술 개발 및 유-무기전환 특성을 확보
• SiC 계 고내열 다공체 제조 및 기공제어 기술
초다공성 극한환경 세라믹
• 열전도 특성을 향상시킨 고성능 다공체 제조기술
원료 및 다공체
• 촉매 나노복합 SiC 다공체 제조기술
• 광경화성 또는 열경화성 프리세라믹 설계/합성
3D 프린팅용 광경화성
프리세라믹 원료 및 응용

• 인쇄/성형 공정 확립 및 조형성과 정밀성 제어
• 유-무기전환 공정에서의 변형결함 제어 및 수치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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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분류 방법
 (제품별 관점) 첨단 프리세라믹 원료 및 이를 응용한 고기능 세라믹, 소재부품 융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응용 분야로 분류
▪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미래대응 소재부품 신기술 구현
- 미래형 초내열 세라믹 및 산화물계 고온 세라믹 섬유와 및 이를 적용한 복합소재
-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에너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전자 디바이스, 광학소재 등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성 세라믹 코팅
- 에너지․환경 신산업 니즈 대응 초다공성 극한환경 세라믹
- 3D 프린팅 적용 미래형 첨단세라믹 소재부품
[ 제품분류 관점 기술범위 ]

전략제품

제품분류 관점

세부기술
• 폴리카보실란

실리콘계 프리세라믹 원료 • 폴리실라잔
• Al, B, Hf, Ti 등 기능성 원소를 포함한 카보실란계 고분자
프리세라믹
원료

산화물계 프리세라믹 원료 •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의 산화물계 액상 전구체
초내열 프리세라믹 원료

• 하프늄(Hf), 탄탈륨(Ta) 기반 초고온 탄화물, 질화물계 세라믹 전구체

3D 프린팅용 광경화성
프리세라믹 원료

• 폴리비닐실라잔, 액상 카보실란, SiBCN 전구체, 불소계 수지전구체 등

 (공급망 관점) 프리세라믹 원료의 가치사슬 공급망 관점에서의 분류
▪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미래대응 소재부품 신기술 구현
▪ 미래형 초내열 세라믹 및 산화물계 고온 세라믹 섬유와 및 이를 적용한 복합소재
▪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에너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전자 디바이스, 광학소재 등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성 세라믹 코팅
▪ 에너지․환경 신산업 니즈 대응 초다공성 극한환경 세라믹
▪ 3D 프린팅 적용 미래형 첨단세라믹 소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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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첨단 프리세라믹 원료
 실리콘 카바이드 (SiC)는 다양한 최종 사용자 산업에서 SiC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첨단세라믹 시장의 선도적인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
▪ 높은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은 전자 및 항공 우주 산업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폴리머 파생 세라믹에
대한 수요를 이끄는 핵심 요소
▪ 항공우주, 반도체 및 전자, 에너지 산업에서 폴리머 파생 세라믹의 광범위한 적용이 예상

 상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프리세라믹 원료인 폴리카보실란은 주로 SiC 섬유 및 복합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소재/부품기업의 내재화 생산 또는 관련 소수기업 간의 제한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Nippon Carbon(일본)은 SiC 계 프리세라믹 전구체 및 SiC 섬유 상업화에 최초로 성공하였고 최근
GE(미국) 및 Safran(프랑스)과 NGS Advance라는 합자회사를 일본 토야마시에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음
▪ 섬유용 폴리카보실란 전구체의 경우 Sylamic계 섬유 생산을 위하여 미국 COIC에 공급하고 있음

 현재는 실리콘계 프리세라믹을 위주로 응용개발 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임
▪ 극한환경 대응에 있어 소재의 요구사항이 한층 더 높아짐에 따라 SiC를 포함하여 HfC, TaC, ZrC
등 다양한 초고온용 세라믹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
▪ 주로 코팅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라잔은 KiON에서 생산에 성공한 이래 현재는 Merck와 Clarient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시장 확장을 위하여 기업 위주로 용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초고온내열 세라믹 섬유복합재
 초고온 세라믹스계 내열 복합재는 아직 시장진입 단계로 적용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초고온 세라믹스용 프리세라믹 폴리머의 상업적 생산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SiC 세라믹은 내화학성, 내식성, 내열성, 고강도 소재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고온구조재료로 항공 및 우주, 에너지, 자동차의 DPF, 고온열교환기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고온안정성을 활용하여 선택적인 가스투과 특성이 필요한 수소제조용 멤브레인의
지지체로서의 응용 가능성도 검토
▪ SiC 세라믹스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은 보통은 Nicalon SiC 섬유와 같은 미세한 직경의 초고온용
고강도 섬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프리세라믹 원료로 고분자로서 다양한 형태로 쉽게 가공이
가능하므로 섬유상, 필름상, 다공체, 코팅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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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 섬유는 가격이 매우 비싸서 그간 시장이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GE 등에서 항공기용
CMC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polycarbosilane(PCS) 및 여기에 Al, B 등을 소결조제로 일부 첨가시킨 전구체를 이용

 국내의 프리세라믹 폴리머 복합소재는 주로 탄소/탄소(C/C) 복합소재 제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 생산업체는 효성이 탄소섬유를 제조하고 있고, 데크카본 및 대양산업 등이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용 탄소/탄소 복합재료를 제조
▪ 탄소 매트릭스를 형성하기 위해 프리폼 내부에 페놀 수지 또는 피치를 용융 함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10bar의 압력으로 밀도 1.59g/㎤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고온 SiC계 내열 복합재인 Polycarbosilane은 미국의 Starfire Systems (SMP10)과 EEMS
(Extreme Environment Materials Solutions, LLC), Nippon Carbon 및 UBE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량은 약 5ton/year 정도임
[ 초고온 내열구조성 복합재료의 적용 분야 ]

* 출처 : 극한환경용 복합재료의 개발 현황(공업화학 전망, 제17권 제5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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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세라믹코팅
 프리세라믹 원료를 이용한 코팅제의 경우 응용기업이 원료-공정을 주로 개발하고 이후 원료
공급업체인 화학기업 등이 참여하여 이미 개발된 원료를 소량 제조하여 연구기관/대학/수요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응용성 및 제품개발 가능성을 검토/선별하고 있음
 폴리실라잔을 이용한 유리막 코팅은 프리세라믹을 이용한 유일한 코팅 기술로 미국의 KiON
Defense Technology에서 KiON® 라는 제품명으로 코팅제 개발에 성공한 것이 계기임
▪ 상온 경화가 가능하고, SiO2로 쉽게 전환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자동차 도장, graffiti
protection 도료로 사용되어 왔음
▪ 최근 Merck 사를 통해 Durazane®라는 제품명으로 공급됨과 동시에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어
건축외장, 금속, 플라스틱 등의 모재에 protection, barrier, 발수 등의 기능을 가지는 기능성
코팅재로 그 응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상용 폴리실라잔 응용분야 ]

*출처: Durazane홈페이지

 폴리실라잔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리막 코팅제로 알려져 있는 반면 반도체 프리커서로의
사용이 지배적인데, 이는 국내산업구조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음
▪ 무기계 고분자라는 특징은 용액 공정, 즉 spin coating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진공증착 공정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순수한 SiO2 막을 형성할 수 있음
▪ 수년 전까지만 해도 폴리실라잔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UP Chemical과
DNF사가 개발에 성공하면서 내수가 가능해짐
▪ 국내에서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폴리실라잔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인 DNF 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성 코팅재로서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sol-gel 타입의 무기도료가 시장에서는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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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고다공성 세라믹
 해외의 경우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거나, 향후 관련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라믹 필터/멤브레인을 포함한 다공성 세라믹에 대한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 상용화되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독일 Rauschert 및 오스트리아 CERAM에서는 cordierite를 위주로 한 하니컴 형태의
축열재를 제조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열용량과 열전도율이 우수한 SiC 특성을
활용하여 하니컴 형태의 SiC 축열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SICAT 사의 SiC 다공체가 이에
적용되고 있음
 중국의 환경규제법상 대기오염 기준이 매년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원을
저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기술로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필터 소재, 특히 세라믹 소재를
기본으로 하는 필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대기 및 수질정화용 세라믹 멤브레인, 자동차용 배기가스 및 입자상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세라믹
필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산업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세라믹 멤브레인은 오일 정화와 같이 세라믹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가혹조건에서의 응용을
위해 최근에는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기공의 표면에 특수 목적의 촉매가 담지된 형태의 촉매 및
분리복합 기능성 세라믹 멤브레인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 제품화 단계에 있음

◎ 분야별 산업 동향
 (수송시스템) 수송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에너지/환경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IoT, AI 기반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미래산업 메가트랜드를 구축 중
 (반도체산업)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첨단제품의 등장에 따라
단순저장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종합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소재인 SiC 반도체 등에 대한 니즈가 강화
 (친환경 난방산업)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가스버너의 기술트랜드가
기존에 고온화염을 형성하는 점열원 방식에서 화염온도가 낮은 마일드연소 구현이 가능한
면열원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중
▪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산업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산업 시장이 크게 팽창하고 있어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며 각국의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수질환경 개선) 세계 물 산업은 600조 원 이상 규모로 선진국 중심으로 정수기술 고도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용수의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나노 환경촉매가 수질 정화용 세라믹
멤브레인과 융합된 분리막 제조 및 대기, 토양, 수중의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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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품목이 해당되는 첨단세라믹 시장을 살펴보면, 2018년 첨단세라믹
시장은 약 935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약 1,163억 달러까지 연평균 3.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첨단세라믹 세계 시장 규모와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첨단세라믹
(세계)

93.5

97.0

100.6

104.3

108.2

112.2

116.3

3.7

* 출처 : Advanced Ceramic Market, Grand View Research(2020)

 첨단세라믹 소재별 시장은 알루미나, 실리콘카바이드, 티탄산염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알루미나세라믹의 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
[ 글로벌 첨단세라믹 소재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Advances Ceramics Market, 2017

▪ 알루미나 세라믹은 2016년 35억 7,22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5.8%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7억 2,9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실리콘카바이드 세라믹은 2016년 14억 4,41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8.2%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1억 3,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티탄산염 세라믹은 2016년 11억 4,01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5%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5억 6,0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산화지르코늄 세라믹은 2016년 10억 6,410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14억 9,7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성장률

7.1%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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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사용자산업에 따라 전기 및 전자산업, 운송산업, 의료산업, 환경산업, 방위 및 보안산업,
화학산업,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며, 전기 및 전자산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27.56%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운송산업이 24.06%로 뒤따르고 있음
[ 글로벌 첨단세라믹 산업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출처 : Marketsandmarkets, Advances Ceramics Market, 2017

▪ 전기 및 전자산업은 2016년 21억 10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8%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9억 2,3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운송산업은 2016년 18억 2,33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억
5,6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의료산업은 2016년 10억 7,92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8.0%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5억
8,8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환경산업은 2016년 8억 7,73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1억
8,1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방위 및 보안산업은 2016년 5억 16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5.3%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억 4,9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화학산업은 2016년 3억 4,41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0%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억
6,0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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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우리나라의 첨단세라믹 시장은 2018년 3,386억 원에서 연평균성장률 7.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2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첨단세라믹 국내 시장 규모와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첨단세라믹
(국내)

3,386

3,643

3,920

4,218

4,539

4,883

5,255

7.6

* 출처 : Advances Ceramics Market, Marketsandmarkets, 2017

 국내 첨단세라믹 시장을 최종 사용자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산업이 연평균성장률 9.1%로
가장 높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 및 전자산업은 2016년 7,07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7.6%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억
3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운송산업은 2016년 4,83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8%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7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의료산업은 2016년 4,05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9.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3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화학산업은 2016년 980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8%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3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첨단세라믹 시장의 전방산업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Advances Ceramics Mark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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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는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기술국 대
비 75.7%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1.9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4.0%, 기술격차는 2.0년으로 평가
▪ EU(84.6%)>일본(83.4%)>한국(75.7)>중국(70.7%)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9)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는 11.66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초고온내열 세라믹 섬유복합재
 초고온내열 세라믹 섬유복합체 기술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업의 노력을 통해
제조기반 및 핵심기술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원료-소재-부품-제품간
벨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온 SiC계 내열 복합재) 프리세라믹 폴리머 적용 CMC 기술은 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일본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SiC/SiC 또는 C/SiC 복합소재 제조에 적용되고 있음
▪ (초고온 세라믹스계 내열 복합재) Matech은 3,800℃ 이상의 융점을 갖는 HfC용 액상 전구체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HfC 섬유를 제조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데크에서는 PCS의 고압 함침 및 열분해 공정인 HIPIC (Hot Isostatic
Pressure Impregnation and Carbonization) 공정을 통하여 PIP 횟수를 기존보다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음
 국내 초고온 세라믹스계 내열 복합재 관련 연구는 국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 중
▪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을 통하여 가압소결법, LMI법 및
PIP법 등의 연구 실시
- Hf 및 Ta계 초내삭마 복합재료 개발 과제를 통해 초고온 복합재료의 제조 및 특성 평가 및
Si-Hf-CN 및 Si-Hf-B-C-N계 액상 전구체 합성 및 PIP법을 이용한 CMC 제조연구를 일부 수행한
바 있음

9)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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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프리세라믹 폴리머 적용 초고온 세라믹 섬유복합소재 관련 연구는 주로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국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재료연구소에서는 PIP 공정용 고성능의 초미세 SiC 필러 분말 합성을 수행, 수한 고온특성을
나타내는 CMC를 제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표적 상용 CMC 기술인 LSI 및 MI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SiCf/SiC 및
Cf/SiC 복합소재를 제조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CVI 적용 SiCf/SiC CMC를 적용 핵융합/원자력 발전용 극환경용 부품개발을 진행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 섬유실용화센터 기반을 활용하여 폴리카보실란을 적용한 PIP 공정과
CVI 복합 공정 등 중소기업 복합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기능성 세라믹코팅
 80년대 세라믹 전구체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이들 전구체를 이용하여
Verbeek 등의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SiOC, SiBCN 등의 세라믹 코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폴리실라잔을 제외하고는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음
▪

폴리실라잔은 자동차 외장 도료, anti-graffiti(낙서방지)용
범용코팅제로 시장을 확장되고 있음

코팅제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 그 외의 프리세라믹 원료를 이용한 코팅은 용액공정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니즈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원료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국내 프리커서를 이용한 세라믹 코팅 기술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주로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SiOC 코팅과 폴리실라잔을 이용한 저유전막 소재개발이 대표적임
▪ 폴리카보실란은 600℃ 부근에서 열분해가 완료되며 800 – 1,000℃ 사이에서 SiOC 로 전환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금속의 부식방지, 그라파이트의 분진/산화 방지, 저유전 박막 (k < 2.0) 소재로
개발되어 왔음

◎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고다공성 세라믹
 촉매나 기공구조를 이용한 촉매반응 및 분리, 또는 이들의 동시조합에 의해 대기 및 물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무기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필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 대기 및 수질정화용 필터,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입자 정화용 필터, 탈질용 촉매필터, 생활환경용
필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시장을 확대

 글로벌 열처리 시스템 시장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고효율/초절전 에너지절감 기술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효율/에너지절감형 급발열 열처리 장치 개발 필요성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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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액상연료로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높은
열전도율을 갖는 촉매지지체 및 나노촉매 적용을 진행하고 있음
▪ SICAT(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금속/산화물 촉매를 담지한 다공성 SiC 지지체를 적용한 biomass
conversion 사업 추진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저감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가스버너의 기술트랜드가 기존에
고온화염을 형성하는 점열원 방식에서 화염온도가 낮은 마일드 연소 구현이 가능한 면열원
버너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공공용수의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수질정화용 세라믹 멤브레인은 알루미나, 실리카 등
산화물을 이용한 세라믹 MF, UF, NF 멤브레인이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Kyocera와 NGK가
세라믹 멤브레인을 기초한 대규모 시스템 구축을 개발 중에 있음
▪ 탄화규소계 비산화물 멤브레인도 Saint-Gobain(미국), Liqtech(덴마크)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정수처리에 적용 중에 있음

 탈취 시스템에서 높은 처리효율과 열효율이 중요시되면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cordierite 소재보다 열용량과 열전도율이 우수한 소재로 대체하고, 아울러 가스와
축열재와의 열교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축열재의 비표면적 뿐만 형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

◎ 3D 프린팅 첨단소재부품
 세라믹 3D 프린팅은 주로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그리고 HA 바이오 세라믹 등 분말 소재를
기반으로 덴탈/정형외과 소재와 같이 제한적 소재에 대해서만 개발되어 왔으나 복잡형상,
극한환경 대응을 위해 SiC 등 비산화물계 세라믹의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3D 프린팅 적용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세라믹 소재는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 산화물계 세라믹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비산화물계 세라믹인 SiC, HA와 같은 바이오 세라믹 등이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은 분말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광조형성, 정밀성의 한계, 성형공정 이후 발생하는 변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르코니아와 HA, TCP계의 덴탈/정형외과 소재와 같이 제한적 소재에 대해서만 개발되어 왔음
▪ 세라믹 소재는 1,000℃ 이상의 고온에서 내열/내산화 특성이 요구되거나 고온의 강산(염산, 황산
등) 분위기에서 내열/내식 특성이 필요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속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임
▪ 무엇보다, SiC와 같은 극한환경용 복잡형상 구조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만큼의 기술이 개발/축적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개발이 시급한 소재로 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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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세라믹 3D 프린팅 공정은 분말기반의 슬러리/페이스트 상태의 원료를 이용하므로
원료의 분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형해상도에 한계 존재
▪ 기존 세라믹 3D 프린팅 공정은 조형물의 수축률과 치밀화는 분말의 충진밀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조형 후 열처리에 의한 탈지/소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률에 의해 형상 정밀제어가 어려웠음
▪ 기존 분말소재 기반 공정과는 달리, 액상 또는 용융상태의 세라믹전구체 자체가 경화-열처리 과정을
거쳐 세라믹 물질로 전환되는 기술로 원료 단계에서는 분말 분산 제어공정을, 열처리 후단계에는
후가공 공정을 생략 가능함
▪ 광경화/속경화/열경화성 세라믹전구체 개발로 인쇄속도 및 정밀성을 고분자기술 수준으로 제어가 가능함
▪ 입자의 충진률에 의존하던 기존 기술에 비하여 세라믹 고유의 난소결 특성 극복에 유리하며, 또한
기존 입자충진 공정과 세라믹 전구체 공정을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 공정보다 수축율이
감소되고 치수 안정성이 확보된 3차원 구조체 제조가 가능

 3D 프린팅은 고분자 소재를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해왔으나, 세라믹 소재의 경우 소재
자체가 가지는 난성형성, 고융점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분자/금속소재에 비하여 투자 규모,
기술 수준이 매우 뒤쳐져 있음
▪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은 태동기에 있으므로 다른 소재의 프린팅 기술에 비해 경쟁국 간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음
▪ 최근 HRL Laboratory와 이탈리아의 P.Colombo 그룹에서는 각각 SiC 계열의 액상 세라믹
전구체를 이용하여 SLA 방식으로 micro lattice를 구현하는 SiOC cellular 구조물을 제조함으로써
분말방식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웠던 미세구조를 구현함
▪ 그러나 현재까지 세라믹전구체 기반의 3D 프린팅 기술은 실리콘계 반도체용 lithography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SiOC계 세라믹에 국한되어 개발되고 있음
[ SiOC계 세라믹 소재의 정밀형상제어 기술(예) ]

HRL Laboratory

P.Colombo group

* 출처 : HRL Laboratory 및 P.Colombo group 홈페이지

 세라믹 소재 3D 프린팅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로 의료·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극한 환경소재 정밀형상제어 기술은 부재한 실정임
▪ 극한환경용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제조공정 기술을 활용한 세라믹 열교환기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것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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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Wolfspeed) Cree 자회사 Wolfspeed는 2018년 초 Infineon과의 6인치 SiC wafer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이어 올해 1월에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며
SiC 웨이퍼 생산량을 확대 중
 (Norstel AB) 스웨덴의 기업으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 지분 55%를 매각, 안정적인
SiC 웨이퍼 수요처를 확보하였으며(19.2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함께 2025년까지
8인치 SiC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진행 중
 (미쓰비시) 규소사용 기존제품대비 소비전력을 20% 낮추는 SiC사용 저전력 반도체 개발을
발표(19.4월) 2017년부터 SiC를 재료로 한 다이오드 3종류를 판매하였으며, 이번 새롭게
5종류 추가개발 → 2020년 이후 본격 판매
 (Kyocera Corporation) 다양한 첨단소재, 부품, 장치 및 장비를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6년 첨단세라믹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세라믹 제조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새로운 세라믹 나이프 시리즈를 개발
 (Morgan Advanced Materials) 첨단세라믹, 이송 시스템, 베어링, 전자 장비 및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6년 강한 부력을 가져 해양에서도 사용 가능한 ultra-lightweight
level III의 탄도 보호용 제품을 출시하여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CeramTec GmbH) 의료, 전기 및 전자 제품, 산업용 첨단세라믹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의료, 조명 및 반도체용 첨단세라믹 제품 출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 중
 (CoorsTek Inc) 극한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첨단세라믹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
AMTI, Coors Tek Armor Solutions(CTAS), DEW Engineering&Development 세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음
▪ 2016년 네덜란드 세라믹 제조사인 Philips Ceramics Operation을 인수 하였으며, 미국에 새로운
신소재 센터 건설을 위해 투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HRL Laboratories) ‘프리세라믹 폴리머(pre-ceramic polymers)’라는 소재를 개발
▪ 지금까지 세라믹 분말에 열을 가해서 굳히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분말을 가열하는 방식은 물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
-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방식을 이용해 프리세라믹 폴리머로 된 물체를 프린트하여 고온에서 가열하여
고밀도의 세라믹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 국방 고등 연구
기획청(DARPA)과 계약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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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업체 동향
 프리세라믹 소재를 양산하는 국내기업은 현재는 거의 없으며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소수 있음
 (티씨케이) 반도체 식각장비용 SiC 링 등의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2019년 경기도 안성시에
제2공장 설립
 (하나머티리얼즈) 2018년 말, SiC 양산장비 구축용 투자유치에 이어, 4만9,668㎡ 규모의
아산 신공장을 준공하여 반도체 공정용 SiC 생산 확대
[ 하나머티리얼즈의 SiC계 제품 ]

* 출처 : 하나머티리얼즈 제공

 (초고순도 SiC 소재사업단) WPM10) 프로젝트 내 동 소재사업단 소속사인 POSCO,
쌍용머티리얼, SKC, OCI, LG이노텍 등에서 SiC wafer용 초고순도 분말, 단결정 및 에피
wafer 개발을 진행 중
▪ 2018년, 8차년도 성과발표회에서 SiC 단결정용 고순도(6N5) SiC 분말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
국내산 고순도 SiC 분말 원료의 생산 가능성을 제시

 (한솔케미칼) 실리콘 계열 기업으로, 향후 프리세라믹 분야 기술개발 확장 희망 중
 (투비엠테크) 벤처형 중소기업으로 탄화규소계 프리세라믹 합성한 바 있음
 (실나노) 실리콘 계, 신규 벤처기업으로 소량/다품종 고성능 전구체 사업 추진 중
 (코카브) 프리세라믹 기반 고온 내열/단열 복합소재 및 가스버너 응용 소재부품 개발
 (대호아이엔티) 프리세라믹 기반 탄화규소섬유 발열체 개발
 (데크카본) 프리세라믹 기반 탄화규소섬유 복합재 개발

10) WPM(World Primier Materials, 세계 일류 소재)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10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10대 핵심소재’ 개발 장기프로젝트로 ‘초고순도 SiC 소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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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기술은 국내 일부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핵심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첨단프리세라믹 원료와 이를 적용한 다양한 프리세라믹 원료기술에 대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산업의
국내 소재부품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연구분야
•세라믹 섬유 용융방사/제조기술

한국세라믹기술원

-

•SiC 섬유 형상제어 기술(세섬화, 부직포, 중공사)
• PIP용 고세라믹수율 합성기술
•기능성 세라믹 코팅기술

포항공과대학교

-

•광경화성 액상 전구체 기술
•고정밀 3D 프린팅 세라믹 제조기술

•고다공성 세라믹 매트 제조기술
재료연구소

-

•내열 세라믹 폼 제조기술
•다공체 표면 촉매 나노복합화 기술
•폴리카보실란 합성기술

연세대학교

-

•폴리실라잔 합성기술
•초내열 프리세라믹 폴리머 합성기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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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카보실란 합성기술
•폴리실라잔 합성기술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KETI 융복합전자소재연구센터) 스마트윈도우용 소재와 공정에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로 획득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기술이전이나 공동 개발의
형태로 사업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 팀의 특허 보유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매립형 전기변색소자 및 그 제조 방법
▪ 그래핀 기반 ＶＯ2 적층체의 상전이 온도 제어 방법
▪ 스마트윈도우용 그래핀 기반 ＶＯ２ 적층체
▪ 스마트윈도우용 그래핀 기반 ＶＯ２ 적층체 및 제조방법
▪ 매립형 일렉트로크로믹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 유연성 일렉트로크로믹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 셀 구조 일렉트로크로믹 소자 및 이의 제조 방법

 세라믹 섬유실용화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 고기능 세라믹 섬유 실용화를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갖추기 어려운 제조 시설장비 등 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
▪ 핵심 R&D 역량 강화 및 기업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술, 가격 양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요소기술 개발 및 양산화 기술개발

 킬로랩(Kilo-lab)(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소재/정밀화학소재 분야 기초기술로부터산업화 기술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 신규/정밀화학소재 스케일업 합성, 신공정 기술설계 및 시제품 생산기술 개발지원과 기업에서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공정기술 지원



산업기술개발 장비 공동이용시스템 e-Tub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Tube를 통해산업기술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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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 동향
 프리세라믹 원료소재는 ’12년부터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49%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24%,
일본은 17%, 한국은 10% 순으로 나타남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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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0건 미만의 미미한 수준의 출원활동을 보임
▪ 외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
▪ 미국의 출원 수에 비해 20% 정도의 수준을 보임

 미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체 특허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 한국에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출원현황은 출원수가 매년 10건 이하로, 뚜렷한 증감 동향이 나타나지 않음.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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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Preceramic Polymer, Ceramic Polymer, Ceramic Material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Thermal Treatment, Mechanical Strength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에도 UHTC용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UHTC : ultra-high temperature ceramic)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Preceramic Polymer, Ceramic Polymer, Ceramic Material, Silicon Carbide, 제조 방법, Ceramic Matrix,
Thermal Treatment, High Temperature, Preceramic Polymer Material, Boron Nitride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2구간(2016년~2020년)

•Preceramic Polymer, Ceramic Material, Ceramic

•Preceramic Polymer, Ceramic Polymer, Thermal

Polymer, Preceramic Polymer Material, Ceramic

Treatment,

Article, Silicon Carbide, 제조 방법, Polycrystalline

Final Ceramic Structure, Free Form, Potentially

Diamond,

Complex,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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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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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Strength,

Final

Structure,
Ceramic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나. 주요 출원인 분석
 프리세라믹 원료소재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미국의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인 것으로 나타남
▪ 제 1 출원인인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의 출원은 미국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관련 기술로 세라믹 원료를 다루는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개인)이 비등한 수준으로 출원활동이 이루어짐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국내 주요 출원인

187

전략제품 현황분석

(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은 미국의 캐리어, 엘리베이터,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복합 기업으로, 프리세라믹 폴리머 재료, 세라믹 전구체,
프리세라믹 매트릭스 고분자 등의 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
▪ 주요 특허들은 프리세라믹 폴리머 및 프리세라믹 폴리머 내에 분산된 무기 세라믹 필러 입자 기술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것으로 파악
[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Method for pyrolyzing
preceramic polymer
material using
electromagnetic radiation

프리세라믹 폴리머 및 전자기
방사-반응성 성분을 갖는
프리세라믹 폴리머 재료로 전자기
방사-반응성 성분은 코발트,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탄탈륨,
텅스텐, 레늄을 포함

US10647023
(2017.08.08)

Method and material for
additively manufacturing a
ceramic containing article

세라믹 전구체 및 경화성 수지를
선택하는 단계, 원하는 세라믹
미세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화성 수지에 대한
세라믹 전구체의 비율을 결정하는
세라믹 함유 물품의 제조 방법

US10323167
(2016.09.16)

Method for fabricating a
ceramic material

프리세라믹 폴리머와 필러를
포함하는 혼합물을 다공성
구조체에 함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세라믹 재료의 제조방법

US10472713
(2016.05.31)

Method for ceramic matrix
composite with carbon
coating for wetting

프리세라믹 매트릭스 고분자에
다공성 구조의 기공을
복합성형법을 이용하여 침투시키는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체의
제조방법

US10300624
(2015.10.14)

Functional inorganics and
ceramic additive
manufacturing

프리세라믹 폴리머 및 프리세라믹
폴리머 내에 분산된 무기 세라믹
필러 입자를 포함하는 수지

US10479731
(2017.08.23)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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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L LABORATORIES, LLC
 HRL LABORATORIES, LLC는 미국의 연구기업으로, 다수의 프리세라믹 폴리머, 프리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체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에 출원
▪ 기술적으로는 3D프린팅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프리세라믹 폴리머를 중심으로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출원을 진행한 특허 모두 미국에 출원한 것으로, 자국 내 출원 성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
[ HRL LABORATORIES, LLC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 적용 분야

US10745525
(2018.11.14)

Resin formulations for
polymer-derived ceramic
materials

프리세라믹 폴리머의 직접 3D
프린팅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완전히 조밀한 세라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합체 파생
세라믹 재료를 위한 수지
포뮬레이션

US10600739
(2018.08.09)

Interposer with
interconnect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the same

일련의 비아들 내의 일련의
금속 상호접속부들을 갖는
인터포저 기판

US10590042
(2018.04.05)

Photopolymer resins with
solid and liquid phases for
polymer-derived ceramics

고체 중합체 충전제가 로딩된
프리세라믹 조성물의 3D
프린팅용 수지와 프리세라믹
조성물을 3D-프린팅된 세라믹
재료로 전환

US10703025
(2017.12.13)

Methods and formulations
for joining preceramic
polymers in the fabrication
of ceramic assemblies

복수의 프리세라믹 폴리머를
생성하고, 프리세라믹 폴리머
구조 생성을 위해 각 폴리머를
열적 결합하고, 처리,
회수하는 세라믹 구조

US10737984
(2017.11.26)

Formulations and methods
for 3d printing of ceramic
matrix composites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체를
생성하기 위한 3D 프린팅 및
열분해에 사용될 수 있는 수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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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IBM은 미국의 글로벌 사무기기 제조기업으로, 프리세라믹 전구체 필름 및 다양한 반도체
소자용 세라믹 구조체에 대한 특허를 13건 보유 중으로 출원한 모든 특허를 자국인 미국에
출원한 것으로 파악
[ IBM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7951705
(2008.06.23)

Multilayered cap barrier in
microelectronic
interconnect structures

하나의 low-k 서브층 및 적어도
하나의 에어배리어 서브층을 갖는
low-k 다층 유전체 확산 배리어
층을 갖는 구조

US7470597
(2006.05.02)

Method of fabricating a
multilayered dielectric
diffusion barrier layer

적어도 하나의 저유전율 서브층 및
적어도 하나의 에어배리어
서브층을 갖는 저유전율 다층
유전체 확산 배리어 층을 포함하는
구조물

US7256146
(2005.05.13)

Method of forming a
ceramic diffusion barrier
layer

금속, 층간 유전체 및 이들 사이에
형성된 세라믹 확산 장벽을
포함하는 상호접속 구조체로
세라믹 확산 장벽은 금속, 즉
구리에 대한 확산 장벽으로 작용

Patterning layers comprised
of spin-on ceramic films

기재 위에 중합체성 프리세라믹
전구체 필름을 침착시키고;
중합체성 프리세라믹 전구체
필름을 적어도 하나의 세라믹
층으로 전환

Patterning layers comprised
of spin-on ceramic films

기판 위에 복수의 조성물을 갖는
패턴화된 세라믹 필름에서 하나
이상의 층은 하나 이상의 금속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용 다층
상호접속 구조체

US6929982
(2004.08.10)

US6803660
(2003.07.25)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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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엘지이노텍 주식회사는 한국의 LED 패키지 등 전자부품 제조기업으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
[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KR2026214
(2012.12.17)

명칭

기술 적용 분야

인쇄회로기판 및 그
제조 방법

절연층의 상면과 하면에 각각 알루미늄 회로
패턴층을 형성하여 적층판을 구성하고, 상기
알루미늄 회로 패턴층의 표면에 조도를 형성하고,
접착층을 매개로 하여 상기 알루미늄 회로
패턴층의 조도가 형성된 표면상에 금속 회로층을
접합하는 인쇄회로기판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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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텍㈜
 이비텍㈜는 한국 기업으로 퓸드 실리카 입자로 표면 처리된 격벽 분말, 감광성 격벽 페이스트
조성물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 이비텍㈜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0497763
(2002.08.02)

퓸드 실리카 입자로 표면 처리된
격벽 분말을 포함하는 감광성 격벽
페이스트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그리고그를 사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격벽 형성방법

사진식각법으로 PDP의 격벽
패턴을 형성함에 있어서,
페이스트 소성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노광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감광성 격벽페이스트
조성물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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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포스코
 주식회사 포스코는 한국의 철강, 금속 제조 전문기업으로,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관련,
알루미나-지르코니아/알루미늄 복합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 주식회사 포스코 주요 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KR0758440
(2001.08.24)

명칭

기술적용분야

알루미나-지르코니아/알루미늄
복합체의 제조방법

용융실리카 소결체의 세라믹 프리폼
대신에 지르코니아 분말과 용융
실리카분말을 출발물질로하여 강도 및
파괴인성이 개선된
알루미나-지르코이나/알루미늄 복합체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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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프리세라믹 원료소재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23으로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54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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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미국)

76

15.2%

0.15

1

HRL LABORATORIES,
LLC(미국)

17

3.4%

0.19

2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미국)

13

2.6%

0.21

3

LOCKHEED MARTIN
CORPORATION(미국)

10

2.0%

0.23

4

GENERAL ELECTRIC
COMPANY(미국)

10

2.0%

0.25

5

NORTHROP GRUMMAN
CORPORATION(미국)

8

1.6%

0.27

6

THE BOEING COMPANY(미국)

7

1.4%

0.28

7

FRENI BREMBO
S.P.A.(이탈리아)

6

1.2%

0.29

8

DOW CORNING
CORPORATION(미국)

6

1.2%

0.31

9

ROLLS-ROYCE
CORPORATION(미국)

5

1.0%

0.32

10

전체

500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13

54.2%

0.54

대기업

6

25.0%

연구기관/대학

5

20.8%

전체

24

100%

CR4=0.23
n

CR중소기업=0.54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2) 특허소송 현황분석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 관련 특허소송 이력은 검색되지 않음
▪ 따라서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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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381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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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11)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요소기술 후보
ceramic, material, layer, •Optically transparent glass and glass-ceramic foams,
preceramic, polymer,
프리세라믹 원료
method for production thereof and use thereof
클러스터
powder, form,
기반 3D 프린팅
01
3d
diamond
printing
using 소재부품 응용기술
temperature, insulate, •Three-dimentional
pre-ceramic polymer with nanoparticle filler
deposit
•Method of fabricating ceramic matrix composites
ceramic, composite,
employing a vacuum mold procedure
폴리카보실란을
클러스터
structure, material,
이용한 CMC
•Methods for synthesizing bulk, composite and hybrid
02
process, form, matrix,
복합소재
제조
preceramic, porous, pore structures from polymeric ceramic precursors as well as
other polymeric substances and compounds

클러스터
03

preceramic, material,
polymer, ceramic,
carbon, form,
composite, feedstock,
produce

•Manufacturing

carbon

fiber

reinforced

ceramics

as

brake discs

-

•Hybrid composite for erosion resistant helicopter blades

ceramic, polymer,
•Formulations and methods for 3d printing of ceramic
preceramic, filler,
matrix composites
클러스터
structure, resin, particle,
04
•Monomer formulations and methods for 3d printing of
composite, additive,
preceramic polymers
formula
•Method
for manufacturing a turbine nozzle guide
composite, ceramic,
클러스터
05

metal, barrier, form,
comprise, diffuse,
invent, join, joint

vanes sector or a compressor guide vanes sector from
composite material for a turbomachine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

•Gun barrel and method of forming

silicone, nitride, carbide, •Combination continuous woven-fiber and discontinuous
클러스터
polymer, material,
ceramic-fiber structure
06
ceramic, preceramic,
•Methods of repairing a substrate
boron, oxid, fiber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SiC섬유제조
공정기술

ceramic, coat, polymer, •Method to process ceramic matrix composite (cmc)
with protective ceramic coating
클러스터 preceramic, fiber, layer,
07
substrate, form, cure, •Method of surface coating to enhance durability of
comprise
aesthetics and substrate component fatigue

-

ceramic, composite,
•Precise method for the
클러스터 matrix, layer, comprise,
composites
08
ein, die, surface, article,
•Semiconductor assembly
tool

-

production

of

ceramic

material, ceramic, form, •Fiber reinforced ceramic matrix composite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take/exhaust valves
클러스터 board, friction, brake,
09
comprise, layer, circuit, •Brake pad for braking systems, in particular for disc
polycrystalline
brakes

-

11)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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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관련 특허에서 총 10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메인그룹) 내용

요소기술 후보

(B28B)
점토 또는 다른 세라믹
조성물, 슬래그 또는 •(B28B-001) 재료로부터의 성형
시멘트 함유 혼합물, 예.
플래스터의 성형

-

(B32B)
적층체, 즉 평평하거나 •(B32B-018) 본질적으로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적층체
평평하지 않은 형상

-

•(C04B-041) 모르타르, 콘크리트, 인조석 또는 세라믹스의
(C04B)
석회; 마그네시아;
슬래그; 시멘트; 그
조성물, 예.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유사한
건축재료; 인조석;
세라믹

후처리; 천연석의 처리
•(C04B-035)

조성에

특징을

갖는

성형세라믹제품;

세라믹조성
•(C04B-038)

다공질

모르타르,

콘크리트,

인조석

또는

세라믹제품; 그 조제

-

-

-

(C08G)
•(C08G-077) 고분자의 주사슬에 황, 질소, 산소 또는 탄소를
탄소-탄소 불포화
결합만이 관여하는 반응 갖거나 또는 갖지 않고, 규소를 포함한 결합을 형성하는
이외의 반응으로 얻는
반응으로 얻어지는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

-

(F16D)
•(F16D-069) 마찰라이닝; 그 부착품; 함께 작용하는 마찰재
회전운동의 전달을 위한
또는 마찰면의 선택
커플링(coupling)

-

(H01L)
•(H01L-023) 반도체 또는 다른 고체장치의 세부
반도체 장치;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전기적 고체 •(H01L-021) 반도체 장치 또는 고체장치 또는 그러한 부품의
장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비
(H05K)
인쇄회로; 전기장치의
상체 또는 구조적 세부, •(H05K-001) 인쇄회로
전기부품의 조립체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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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 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SiC섬유제조 공정기술

전문가추천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CMC 복합소재 제조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탄화규소 중공사 제조

전문가추천

폴리실록산을 이용한 SiOC 계 세라믹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폴리실라잔을 이용한 SiCN 또는 SiBCN 계 세라믹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폴리실란을 이용한 SiC 계 세라믹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폴리실라시라잔을 이용한 SiCN 또는
SiBCN 계 세라믹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폴리시릴카보디이미드를 이용한 SiC 계 세라믹 제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폴리실세스퀴아잔을 이용한 SiOC 계 세라믹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UHTC용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UHTC : ultra-high temperature ceramic)

전문가추천

산화물 액상전구체 원료 합성

전문가추천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다공구조 세라믹 응용기술

전문가추천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3D 프린팅 소재부품 응용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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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표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 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선정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전문가 추천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중복성 검토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핵심기술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구축 개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3D 프린팅 소재부품
응용기술

개요
•3D 프린팅이 가능한 “프리세라믹 설계/합성 단계에서부터, 인쇄성형,
소결공정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기술로 정밀성을 요구하는
복잡형상의 극한환경용 세라믹 구조물을 제조하는 기술
•탄화규소 세라믹의 전구체 고분자로 기존의 세라믹 프로세스로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불가능한 다양한/복잡한 구조의 세라믹 소재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원료기술

UHTC용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UHTC :
ultra-high temperature ceramic)

•HfC, TaC 등 2,000℃ 이상급 초고온 초내열 세라믹용 비산화물계
프리세라믹폴리머 기술
•폴리카보실란(프리세라믹 폴리머)을 방사(spinning)하여 섬유상으로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SiC섬유제조
공정기술

만들고 이를 녹지 않도록 안정화시킨 후 1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제조되는 탄화물계세라믹 섬유로 초고온 내열
세라믹 섬유복합체의 강화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됨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CMC 복합소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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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라믹 폴리머 적용 고신뢰성 고온 물성 확보를 위한 세라믹
섬유 및 세라믹 섬유 계면보호 코팅기술, 치밀질 기지상 세라믹
섬유강화 복합소재(CMC, Ceramic Matrix Composite) 제조기술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주요 핵심소재의 대외의존도 탈피 및 응용기술별 Value Chain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플렛폼기반 원료-소재-부품 기업 간 Value Chain 간 연계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축
 프리세라믹 원료 설계 및 제조 플랫폼 구축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신산업분야의 제품군 및
기업군 창출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3D 프린팅 소재부품
응용기술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미래신산업 대응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및 세라믹 응용기술 개발
2021년

2022년

2023년

최종 목표
고정밀, 초미세
구조의 극한환경용
세라믹 전구체 및
3D 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기술 개발 및
유-무기 전환공정에
의해 다양한 세라믹
소재의
용액공정기반기술
마련

UHTC용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UHTC :
ultra-high
temperature ceramic)

2000도 이상
초고온용 내열
세라믹 섬유
복합소재 기술개발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SiC섬유제조 공정기술

1400도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iC 섬유
연속제조 공정기술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한
CMC 복합소재 제조

기공률 5% 이하
고밀도 SiC
섬유복합소재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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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프리세라믹
원료 기반
3D 프린팅
소재부품
응용기술

기술요구사항
Ÿ 프리세라믹 원료기
반 3D프린팅 잉크
의 포뮬레이션 및
안정화
Ÿ 인쇄단계성형 구조
물의 물성 확보
Ÿ 고온 열처리시 구
조물의 치수안정성
확보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D 프린팅에
적합한
프리세라믹
설계 및
포뮬레이션
-열분해 수율,
레올로지,
경화성 등
물성제어

-인쇄/성형 공정
및 정밀성 확보
-성형체 물성
확보 및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 도출

-열분해,
결정화 단계
치밀화 및
소결기술
-유무기전환 시
변형결함 제어
및 수치 안정화

고정밀, 초미세
구조의
극한환경용
세라믹 구조체를
제조할 수 있는
세라믹 전구체
및 3D 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산학연

양산규모
합성장비 설계
양산대응 최적
합성수율 확보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기술 개발
및 유-무기
전환공정에 의해
다양한 세라믹
소재의 용액공정
기반기술 마련

산학연

카보실란계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Ÿ 프리세라믹 원료
설계-합성-구조
해석 등 합성기
반기술

-용도별 원료
설게 및
제조기술 확보

-합성공정
단계별 이슈검토
및 공정개선
- 합성공정
재현성 확보

UHTC용
프리세라믹
원료 합성
(UHTC :
ultra-high
temperatur
e ceramic)

Ÿ 2000℃
이상
초고온 내열 세
라믹 섬유 복합
소재

-HfC, ZrC 계
초고온
세라믹전구체
기술확보

-탄소섬유
프리폼내 HfC,
ZrC 계 전구체
함침/치밀화
열처리 기술확보

2000℃ 이상
초고온
분위기하
내열/내삭마
평가기술 확보

2000℃ 이상
초고온용 내열
세라믹 섬유
복합소재
기술개발

기술혁신

Ÿ 1400℃ 급 결
정화 SiC 연속
섬유

-PCS 용융방사
및 세섬유화
-안정화 및
고온 열처리
공정기술

-SiC 섬유
미세구조 제어를
통한 1400℃
내열/내크립
특성 SiC 섬유
제조기술

양산규모
연속섬유 제조
공정 설계
SiC 섬유
평가기술 확립

140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iC 섬유
연속제조
공정기술

기술혁신

Ÿ PIP 기반 SiC섬
유복합소재

-PIP 용
프리세라믹
폴리머
개질기술

-PIP 공정 적용
CMC 치밀화
기술
-기공률 5%
이하 고밀도화
복합공정기술

CMC 타겟
부품 설계기술
CMC 고온
물성 평가기술
확립

기공률 5%
이하 고밀도 SiC
섬유복합소재
제조기술

기술혁신

폴리카보실
란을 이용한
SiC섬유제조
공정기술

폴리카보실
란을 이용한
CMC
복합소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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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정의 및 범위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은 세라믹의 광학적, 전기전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평판 TV, 모바일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소재 및 부품
▪ 디스플레이 모듈을 구성하는 유리 기판, 투명 전도막, 산화물 형광체 및 퀀텀 닷, 투명 디스플레이용
투명 산화물 반도체, 백라이트용 또는 Micro LED용 기판소재 등을 포함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산업 특징

•(세계) 전 세계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은 2018년 •세계 광·전자 세라믹 시장의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용
8.6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9%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광·전자

세라믹

소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일본이 산업을 주도 중

•(국내) 국내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은 2018년 993억 •부품 소재 가격의 급등과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원에서 연평균성장률 7.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가

1,5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필요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소부장 전략 2.0,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하이테크 전략 2020 등을 통한
소재산업 육성 추진
•중국의

디스플레이
체계적이고

하는 OLED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굴기와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독점구도에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본적으로 유기 소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flexible/폴더블 디스플레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평판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유리

기판마저

유연

PI

필름으로 대체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방열 세라믹 기판 조성 및 제조기술

•(해외) Nanosys, Corning, Phillips, 스미토모화학
•(국내)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포스포

•Quantum Dot 조성 및 합성기술
•기판소재 미세가공/패터닝 기술
•형광체 조성 및 합성기술
•Flexible 유리 기판 강화 및 가공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향후 디스플레이산업 분야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
➜ 국내의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은 원료정제 기술과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기술 확보 필요
➜ 부품 소재 가격의 급등과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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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은 세라믹의 광·전기 전자적 성질을 이용하여 평판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하는 주요 핵심소재 및 부품
▪ 디스플레이 모듈을 구성하는 유리 기판, 투명 전도막, 산화물 형광체 및 퀀텀 닷, 투명 디스플레이용
투명 산화물 반도체, 백라이트용 또는 Micro LED용 기판소재 등을 포함함

(2) 필요성
◎ 다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소재
 디스플레이 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화질화, 유연화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의 기술혁신도 필수 불가결한 상황
▪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고효율 발광소재, Flexible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초박판
강화유리,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투명 TFT용 반도성 세라믹 등 필요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산업은 최종 제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재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활용 분야가 광범위한 산업
▪ 세라믹은 다양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융·복합 기능화가 트랜드가 될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 주요 활용 분야 ]

활용분야
OLED/LCD

QLED

폴더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Micro LED Display

주요 내용
•OLED용 기판유리/Flexible OLED용 초박판유리
•OLED용 레이저 실링소재
•자발광 (자체발광) QLED용 퀀텀닷
•광발광 (백라이트이용) QLED용 퀀텀닷
•Flexible OLED용 초박판 유리 기판
•100 um 이하 초박판 유리 화학강화기술
•투명 TFT용 반도성 세라믹 막
•미세가공/패터닝 유리 기판소재
•청색, 녹색, 적색용 세라믹 광원소재
•반도성 유연 세라믹 기판
•고방열 세라믹 heat-sink 기판소재

LCD Back Ligh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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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용 사파이어, GaN, AlN 기판소재
•YAG, PIG (Phosphor in Glass) 등 형광 소재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현재 우리나라가 OLED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이 정부 주도하에
집중 투자하여 OLED 격차를 빠르게 추격 중
▪ 차량용, AR/VR, 3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의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모바일, TV 등 기존 세트시장의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만큼 폼팩터 혁신 및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
▪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의 스마트화·네트워크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필요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고화질화 및 고기능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
- 차량용 OLED 시장 규모는 2020년 24만대에서 2025년 440만대까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전망
▪ (AR/VR 디스플레이) 스크린골프, HMD(Head Mounted Display) 콘텐츠, AR게임 등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제조,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R/VR에
대한 요구가 증대
- AR/VR 시장 규모는 2018년 21억 달러에서 2023년 11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3D 디스플레이) 홀로그램은 피사체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궁극의 3D 영상으로, 게임을 비롯하여 의료,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기술 수준은 연구 초기 단계로서 공연, 광고, 보안 등에서 일부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 등으로 응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 시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으나 핵심 발광 소재의 국산화율은 30% 수준에 그침
 아직 국산화율이 미흡한 OLED 핵심공정의 부품․소재에 대하여 장기적인 시야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긴요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들의 R&D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패널 대기업의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공유 차원의 협력이 중요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3개 소재*를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심사(최대 90일 소요)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출규제를 발표
*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기존 제품의 생산에 차질을 주기보다는 Flexible OLED 등 차세대 기술발전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평가
▪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로, 재고 물량 투입, 수출허가 등으로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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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가치사슬
 (가치사슬)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은 세계 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소재인
기판유리도 대부분 미국 코닝, 일본 아사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등 소재 산업은 아직
자립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산업은 국내 전방산업의 일본 등 선진 소재 업체에 기술의존이
심해 개발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량생산 단계에서 후발로 진입하여 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후방산업) 후방산업은 광물 원료, 산화물 원료 및 가공 기술 등을 포함
 (전방산업) 전방산업은 대부분 디스플레이산업으로 볼 수 있음
 대부분의 핵심원료의 수입의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순도화 기술, 초미립자화 기술 등
기초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이미 기존 해외의 메이저 공급사들의 서비스와 품질에 국내 수요기업들의 공정 및 최종 제품
만족도가 충분히 숙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라믹 원료의 특성상 원료의 출발 소재 변경에
따른 수많은 공정 변화와 시행착오 등이 필연적임
▪ 따라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기존 공급 루트 변경을 시도하는 전방 수요기업과 세라믹 부품
제조업체는 사실상 거의 없음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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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산업

전방산업

광물 원료, 산화물 원료

YAG 등 형광체, 페로브스카이트
퀀텀닷 소재, 유리 기판

디스플레이 산업(평판 TV,
스마트폰, HUD, CID 등)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2) 소재별 분류
◎ 광원용 세라믹 소재
 형광체 소재
▪ 전이금속 및 희토류 금속을 발광이온으로 함유한 형광체는 20세기 초부터 분말 형태로 형광램프 및
display backlight용 색 변환 소재로 사용이 되었으며, 1996년 청색 LED가 개발된 이후 청색
LED를 광원으로 하는 백색 LED용의 색 변환 소재로 사용됨
- 산화물계 형광체: Kg당 500만원 수준, 질화물계 형광체: Kg당 2,000만원 수준
▪ 자동차 해드램프, 무대조명 및 등대와 같이 높은 광효율에 긴 조사거리를 요하는 고출력의
특수 조명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색 변환 소재로 유리 소재와 형광체를 혼합한 색 변환 소재
(PiG; Phosphor in Glass) 또는 세라믹 플레이트 형태의 색 변환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분말 형태의 소재에 비해 내열성 및 광효율이 우수함
▪ 자동차 해드램프의 조사거리 및 빛 퍼짐 범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Blue laser diode를 광원으로
하는 조명 시스템의 색 변환 소재로 세라믹 플레이트 소재가 요구됨

 양자점(퀀텀닷) 소재
▪ (무기 양자점) 최근에는 디스플레이의 광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 양자점은 중심체인
코어와 쉘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어의 크기에 따라 발광색을 달리 구현할 수 있으며 발광피크의
반치폭(FWHM)이 약 25~35nm로 좁아 110% 이상의 Color Gamut (NTSC기준)을 구현함
▪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양자점)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소재로 발광파장이
조성 기반으로 용이하게 조절되며 광효율이 높고 FWHM이 약 15~25nm로 좁아 150% 이상의
Color Gamut(NTSC기준) 구현이 가능함
- 또한, 구현 가능한 발광 파장의 범위가 450-700nm로 PL (photoluminescence) 또는 EL
(Electroluminescence) 타입의 광원소재 제작이 가능함

 LED/Miro LED용 소재
▪ LED 광원은 Al2O3기판 위에 제작된 GaN 소재를 기반으로 한 청색 광원과 형광체 소재를 접목한
녹색 광원, 그리고 InGaAlP 소재를 이용한 고휘도 적색 광원의 추가 조립으로 RGB(적색, 녹색,
청색) full-color LED 광원을 구현하고 있음
- RGB를 위한 각각의 광원 크기는 최소 200㎛ 이상의 크기를 가짐
▪ Micro LED 광원은 일반적으로 Si, Sapphire, SiC 등 싱글 기판 소재에 10~100㎛ 크기로
제작되는 LED 광원을 말함
-

이러한 광원은 GaN을 기반으로 In과 Al의 합성을 통하여 청색(GaN), 녹색(InGaN),
적색(InGaN)의 전 광원 소재를 동시에 제조하는 방법과 각각 제조된 청색, 녹색, 적색 광원 소재를
다른 기판 위에 전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RGB 광원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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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용 세라믹 소재
 고굴절 기판소재
▪ OLED의 경우 유기물에서 발광 된 빛을 100%로 보았을 때 유기물 사이의 전반사에 의한 손실의
경우 발생 된 빛의 20% 정도 손실되며 ITO 전극과 유리 기판 그리고 공기-유리 기판 사이의
내부전반사로 50% 정도의 빛이 손실되어 결국 30% 이하의 빛만 외부로 방출되게 됨
▪ 유기물과 기판 사이에 존재하는 굴절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높은 굴절률을 가지는 기판을 사용할
경우 OLED의 광추출률을 높일 수 있음

 Flexible 기판소재
▪ Flexible Display, 폴더블 폰용 flexible OLED 기판소재로 투명 PI 소재가 우선 적용되고 있으나
내구성 문제와 수분, 산소 투과에 의한 문제로 100um 이하의 초박판 유리 소재도 병행 검토 중
▪ 초박판 유리는 화학강화 후가공이 필요하며 현재 슬리밍에 의한 초박판화가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100 um 두께 이하의 성형기술 개발이 요구됨

 기판소재 미세가공/패터닝 기판소재
▪ 디스플레이용 투명 기판 소재로는 유리가 대표적이며, 초미세 가공, 초정밀 절삭 가공 및 접합 등
표면 나노가공 및 패터닝이 용이하며, 내열특성이 우수한 신조성 유리 소재가 사용되고 있음
▪ 스마트 글라스의 기판 및 커버용 소재로서 투명소자의 집적 및 보호를 위한 이종 모듈적용 스마트
글래스 기판유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리 소재에 화학강화, 성형 등의 기술이 접목됨
- 폴더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초박판 미세가공/패터닝용 기판이 각광받고 있음

 방열용 세라믹 기판소재
▪

전기절연성과 고열전도율 특성을 겸비하는 세라믹은
확산시키며 냉각하는 등 열매체의 기능이 우수함

디바이스의

발생열을 빠르게

전달하고

▪ 질화알루미늄 기판은 200W.mK 이상의 높은 열전도율을 보유하며 후발주자인 질화규소 소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열전도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열적·기계적 특성을 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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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후막용 세라믹 소재
 투명 전도막 소재
▪ 투명하면서도 전기를 통하는 ‘투명전도막’은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태양전지 등 정보 전자소재,
광소재, 고분자소재의 핵심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현재 투명 전극으로 사용 가능한 차세대 소재로 투명 전도성 산화물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은나노 와이어,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전도성 고분자가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명 전극으로는 인듐 주석 산화물 (ITO) 박막이 있음

 기능성 코팅막 소재
▪ 국내에서도 기능성 코팅은 주로 전기/전자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LCD, 태양전지용으로
수요를 확대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황
▪ 디스플레이에 사용 중인 anti-reflection 필름 등 나노사이즈의 고굴절 특성을 갖는 세라믹 원료
(TiO2, ZrO2)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가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미흡한 실정

 투명 TFT용 반도성 세라믹 소재
▪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TFT는 비교적 우수한 특성과 더불어 간단한 구조와 공정으로 양산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투명한 반도체인 산화물 반도체를 활성층으로 사용하고 투명 전극을 이용하여 투명 기판 위에
박막트랜지스터 (TFT)를 구현하는 기술
▪ 소자 성능 및 안정성이 뛰어난 투명 산화물로 InGaZnO, ZnSnO, InZnSnO 등을 포함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의 종류 ]
대분야

중분야

광원소재

형광체
퀀텀 닷
LED/micro LED

기판소재

박막/후막
소재

고굴절 기판
Flexible 기판
미세가공/패터닝 기판
방열 세라믹 기판

투명 전도막
기능성 코팅막
투명 TFT용 반도성 세라믹막

세부 제품
• 분말 및 플레이트 형태의 색 변환 소재
• 필름 형태의 PL/EL 형태의 색 변환 소재
• 반도체성 질화물 발광소재/고투과율 전도성 세라믹 기판소재
• OLED용 광효율 향상용 고굴절 유리 기판 소재
• Flexible OLED용 초박판 유리 기판 소재
• 반사방지막 코팅 소재
• 방열용 AlN, Si3N4 기판소재
• ITO/ZnO 투명 전도막 소재
• 반사방지막 코팅소재, 내지문 코팅소재, 내스크래치 코팅소재 투명
TFT용 산화물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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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세계 산업 분석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한 자본·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패널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장비 및 소재·부품을 공급받는
수직계열화된 선단형(플랫폼) 산업
▪ 부품, 소재 및 장비를 공급받아 가공 조립하는 모듈산업인 동시에 TV, 스마트폰 등의 핵심부품으로
공급하는 부품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큼

 동북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간에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후발국과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R&D 및
생산설비의 적기투자가 매우 중요
 세계 광·전자 세라믹 시장의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 소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전자세라믹 소재의 주요시장인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메카트로닉스용 세라믹 부품 관련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 진행 중
▪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소재부품 선진국들은 기존시장의 유지를 위해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치중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음
▪ 후발 개도국인 중국 등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면서 대체수요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기술적 우위 및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 전자 핵심부품의 공급기지로 품질과 생산량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높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 집약형 첨단산업 구조를 구축
▪ 신기술개발 및 첨단제품의 전략화 등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대형
국가과제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 중
▪ 세계시장 비율은 세라믹 콘덴서의 65%, 압전체의 85%, 페라이트의 78%, 패키지의 80% 등
세계 전자세라믹 제품의 공급량 중 절반 규모를 일본 기업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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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 분석
 국내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산업은 디스플레이산업이 기본적으로 유기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OLED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
▪ 더욱이 flexible/폴더블 디스플레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평판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유리 기판마저
유연 PI 필름으로 대체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자동차용 비평면 계기판과 CID (중앙정보 디스플레이), micro-LED
display 등에 핵심소재로 멀티 곡률을 갖는 유리 기판, GaN 소재 등이 요구되어 지고 있음
▪ 다른 소재 분야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기술 장벽과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원천
소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부품 소재 가격의 급등과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
▪ 다양한 IT 기기와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원료의 국산화를 통한 수급균형과 생산성 및 경제성을 세라믹 소재의 기술발전 트렌드와 잘
부합시켜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어떤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신제품의 성능과 특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미래에는
우수한 전자소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자부품산업 및 IT 전자기기,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등의 전방산업 경쟁력을 좌우함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R&D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R&D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기술
R&D 예산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22년까지 50% 확대 예정
▪ 수송기기, 바이오헬스, 스마트전자, 스마트제조, 에너지 신산업의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투자,
첨단소재는 기반 투자 분야에 포함되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소재 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소재 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 동안 핵심전략과제 30개를 추진하는 소재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7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4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초연결 지능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세계적 문제로 부상하는 고령화, 환경오염 및 한정적인 자원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5대 분야 미래 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메가트랜드인 초연결·초고령·지속가능·안전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적·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30대 미래소재를 도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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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세계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LCD+OLED) 시장은 2018년 730억 달러에서 연평균 7.4%
성장하여 1,121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세계시장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LCD

49.0

50.0

51.1

52.3

53.4

54.6

55.8

2.2

OLED

24.1

27.7

32.0

36.8

42.4

48.8

56.3

15.2

합계

73.0

77.8

83.1

89.1

95.8

103.4

112.1

7.4

* 출처 : OLED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3, marketsandmarkets, Global LCD TV Panel Market 2020,
marketwatch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전 세계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은 2018년 86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6.9%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신성장동력산업과 더불어 기술융합시대의 다양한 기능의 요구로 응용 분야가 확대되어 이후에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전기·전자 세라믹 세계시장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8,672

9,270

9,910

10,593

11,324

12,106

12,941

6.9

* 출처 : Global Electronics Ceramics & Electrical Ceramics Market  Industry Analysis and Forecast (2019-2027),
Maximize Market Research, 2019를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최종 사용자 산업에 따라 전기 및 전자산업, 운송산업, 의료산업, 환경산업, 방위 및
보안산업, 화학산업,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며, 전기 및 전자는 2019년에 가장 큰
부문이었으며 56% 이상을 차지하였음
 전자세라믹 소재의 주요시장인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메카트로닉스용 세라믹 부품 관련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 진행
▪ 반도체 세계시장은 PC, 모바일 기기에 이어, DTV,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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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시장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LCD+OLED) 시장은 2018년 30.2조 원에서 연평균 0.8%
성장하여 31.6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
▪ LCD에서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은 서두르는 추세로 LCD 성장률은 매우 저조
▪ 현재 한국이 압도적인 OLED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며
국내 OLED 연평균성장률도 과거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전망
[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국내시장 전망 ]
(단위 : 조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LCD

22.6

22.7

22.7

22.8

22.9

22.9

23.0

0.3

OLED

7.6

7.8

7.9

8.1

8.2

8.4

8.6

2.1

합계

30.2

30.5

30.6

30.9

31.1

31.3

31.6

0.8

* 출처 : 디스플레이산업의 환경 변화와 발전 방안, 한국은행, 2020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 세계시장 규모에서 한국 점유율을 토대로 국내시장 산출

 국내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은 2018년 993억 원에서 연평균성장률 7.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5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기·전자 세라믹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993

1,068

1,149

1,237

1,331

1,432

1,540

7.6

* 출처 :Marketsandmarkets, Advances Ceramics Market(2020)과
동향(2017)을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 전기·전자 세라믹 시장규모는 세라믹 시장의 35.2%로 계산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산업현황

및

표준화

 국내 광·전자 세라믹 시장의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 소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광·전자 세라믹 기술 우위
확보가 가능
▪ 광·전자 세라믹 소재 관련 시장은 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 국내 전자세라믹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산업 등의 빠른 발달에 따라 연 14% 이상으로
크게 성장
▪ 향후 에너지·환경, 의료, 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성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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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은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
기술국 대비 90.1%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0.5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80.3%, 기술격차는 1.3년으로 평가
▪ 일본(96.5%)>한국(90.1%)>EU(84.7)>중국(75.3%)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12)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은 7.34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광원용 세라믹 소재
 형광체 분말 소재
▪ 좁은 녹색 및 적색 형광체 소재가 개발되었고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발광효율이 낮고 화학적
안전성이 낮으며 생산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고효율의 FWHM가 좁은 녹색 및 적색 형광체
소재개발이 진행 중
▪ 분말 형태의 형광체의 경우 청색광 여기에서 우수한 발광특성을 나타내는 YAG:Ce (Yellow),
β-SiAlON (Green), CASN (Red)가 주로 생산되고 있음
-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Color Gamut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KSF (Red; FWHM = < 10
nm)와 같은 FWHM이 좁은 형광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라믹 플레이트 형태의 형광체 재료는 자동차 헤드램프, 무대조명 등 고출력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Yellow
emission의 Phosphor in glass (PiG), Ceramics Phosphor Plate (CPP)가 주로 개발이 되고 있음
- 최근에는 자동차 후미등에 적용 가능한 Red emission PiG 및 고출력의 Laser diode를 광원으로
하는 헤드램프에 적용 가능한 CPP 소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퀀텀 닷 소재
▪ 카드뮴계 소재가 주로 개발이 되었으나 RoHS에 의거하여 카드뮴 사용이 규제되어 비카드뮴계 퀀텀
닷 소재의 광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광학필름 제작을 위한 퀀텀 닷 입자의 분산성 개선 기술, 대면적 광학필름 제작기술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퀀텀 닷 소재에 대해서는 수분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개선 및 비납계
조성개발에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면적의 광학필름 제작기술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12)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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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Micro LED용 세라믹 소재
▪ 질화물 재료를 기반으로 MOCVD 에피 성장기술을 통해 청색과 녹색 광원이 개발되었으나,
고품질의 질화물 적색 광원은 여전히 개발 중임
▪ 일반 LED의 경우 청색 파장(450nm) 기준 약 10m의 파장 편차가 허용되지만, micro LED의
경우는 초미세 크기로서 약 1~3nm의 파장 편차만 허용됨
- 따라서 차세대 광원을 위해서는 초정밀 파장 광원 제어가 가능한 고품질의 질화물 InGaN 재료의
개발이 요구됨
▪ 현재는 하나의 기판 위에 동시에 적색, 녹색, 청색 광원을 제작하는 one-step fabrication process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판용 세라믹 소재
 OLED
▪ 다층박막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굴절율이 서로 다른 층을 통과하여 외부 공기로 빛이 방출되기까지
상당한 빛이 손실되므로 광추출 향상을 위해 높은 굴절률을 가지는 기판소재가 요구됨
▪ Flexible OLED용 기판으로 투명 PI 소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내구성 및 산소와 수분
투과문제로 100 um 이하의 초박판 유리 기판의 병행 적용이 검토되고 있음

 미세가공/패터닝을 위한 기판 소재
▪ 현재 열 및 물리적 가공성 용이한 MOB2O3 SiO2계 와 커버글라스용 강화 유리제조에 용이한
MOAl2O3SiO2계 유리 소재가 사용되어 개발되고 있음
▪ 스마트 글라스, 홈 등 공간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니즈에 요구되는 고강도, 고유연성 초박판
유리에 대한 기술개발은 아직 미개발 단계로써 각 국의 유리 기업이 집중적인 투자 계획에 있음
▪ 기판용 세라믹이 이를 응용하기 위한 소재로써, 투명도와 강도가 우수한 화학강화 유리 소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100㎛ 이하 크기의 초미세 홀 가공이나 나노 단위의 초정밀 패터닝을
제작 시 열화 현상에 의해 유리 재료에 크랙 및 강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방열 세라믹기판 소재
▪ 200K/mK 이상의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질화알루미늄 기판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질화규소 기판이 상대적으로 낮은 열전도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열적·기계적 특성을 겸비함으로
디바이스의 장수명화 및 고신뢰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나 방열기판은 저가이기는 하나 열전도도가 낮고 질화알루미늄
기판은 열전도도가 좋으나 가격이 높아 저가형 방열 세라믹기판소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고 열도성 비산화물 세라믹 기판 개발을 위해서는 고순도 질화알루미늄, 질화규소 원료 개발 및
고열도율 비정질 입계상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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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후막용 세라믹 소재
 ITO(Indium Tin Oxide)
▪ 플렉시블 소자의 생산을 위한 롤투롤 방식에 의한 공정이 불가능하여 이에 따라 In을 함유하지 않는
다른 무기재료를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대안 물질로 ITO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매장량이 많은 ZnO(Zinc Oxide), SnO2(Tin Dioxide)계를 중심으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 이외에도
TiO2
Titanium
Dioxide),
GZO(Ga-doped
ZnO),
산화물-금속-산화물 구조의 다층박막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AZO(Al-doped

ZnO),

▪ 투명 전도성 산화물인 TCO는 가시광 영역대에서 높은 투과율과 전기전도성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태양전지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소자의 투명전극 재료로 사용되고 인듐 산화물(In2O3)에
주석산화물(SnO2)10 wt%가 도핑된 ITO박막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소형 모바일용을 중심으로 LCD 패널 경량화를 위한 기판유리 슬림화와 화학강화 적용이
급속히 확산 중으로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수십 마이크로 두께의 플렉서블 박판유리
적용도 예상됨
- 기능성 코팅막의 경우 주로 유리 기판에 적용되어왔고 점차 유연 플라스틱 기판의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플라스틱 기판의 내열성, 내구성, 가스 등의 내투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기/전자산업의 경박단소화, 고정밀화, 고밀도, 고성능 기능화가 추진됨에 따라 정밀미세가공 조립,
신소재의 적용, 고속자동화 생산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코팅/필름 기술은 이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술

 TFT(Thin Film Transistor)
▪ LTPS TFT는 a-si보다 전자의 이동속도가 빨라 고속 동작 회로 구현이 가능하고, 단시간 내 원하는
전류량을 줄 수 있어 트랜지스터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덕분에 고해상도 패널 제작이
가능하고 화면 개구율을 높여 화질을 개선할 수 있음
▪ 고해상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TPS TFT가 사용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투명산화물 반도체(ZnSnO,
ZnO, a-InGaZnO 등)를 이용한 TFT의 개발과 상용화에 집중
▪ 대면적 AMOLED용 산화물 TFT는 초기의 instability 문제를 차츰차츰 해결해 감으로써 고안정성을
요구하는 OLED를 구동하는데 손색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음
- 특히 최소한의 장비 개발로써도 기존 라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화물 TFT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유함으로써 대면적 AMOLED가 post LCD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
▪ 산화물 TFT의 특성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게이트절연막, 결함이 적은 산화물 반도체, 반도체와
절연막간의 interface에 결함이 없도록 잘 형성하고, 소스/드레인 전극의 적절한 선택과 배리어
특성이 우수한 패시베이션 막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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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형광체) 일본 니치아화학, 스미토모화학, 미쯔비시화학, 네모토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니치아화학, 스미토모화학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형광체*제조를 해옴
▪ (네모토) 램프용의 형광체보다는 잔광특성이 우수한 형광도료 쪽에 대한 제품이 많이 개발되었음
▪ (우베머티리얼즈) 독자적인 산화마그네슘 소재를 원료로 종전 제품보다 두 배 이상의 발광 효율을
높힌 청색 형광체를 개발
▪ 유럽의 필립스, 오스람, 미국의 GE, 중국의 다우전자재료 등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Sr2Si5N8, TAG:Ce가 있음
[ Sr2Si5N8 발광체 ]

*출처: Highly effective synthesis and photoluminescence of Sr2Si5N8:Eu2+ red-emitting phosphor for LEDs

 (퀀텀 닷 소재) 퀀텀 닷 소재를 개발하는 쪽과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한 광학필름 개발로
구분할 수 있음
▪ 퀀텀 닷 소재개발 업체로는 미국의 Nanosys와 영국 Nanoco가 대표적임
▪ 광학필름 소재개발 업체로는 필립스, 오스람, 애플, 소니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Sony, Amazon, Hisense가 대표적임
- (Phillips, Oslam) GaN 기반 청색 발광 소재개발 완료와 함께 고휘도 InGaN 녹색 및 적색 LED
광원 소재개발에 집중적임 투자 중임
- Micro LED 광원 소재개발 또한 애플(180도의 광시야각), 필립스(8㎛.급 픽셀), 소니 등이 100㎛
이하의 초소형 광원 소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고열전도성 세라믹 기판 소재) 일본의 DENKA, 토쿠야마, 일본특수요업, DOWA Metals
등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특히 일본특수요업 (NGK)는 알루미나 기판의 대형 메이커였으나
질화규소를 이용한 고열도성 회로기판을 가정 선도에서 산업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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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형광체 소재) 대주전자재료, 포스포, 베이스, 유제이엘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로 산화물계
형광체 분말 및 플레이트 형태의 형광소재가 개발되고 있음
▪ (대주전자재료, 유제이엘) YAG:Ce, KSF와 같은 백색 LED용 형광체를 개발하고 있음
▪ (포스포) Silicate계열을 형광체를 주로 생산함
▪ (베이스) 형광체 분말은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플레이트 형태의 소재를 생산하고 있음
- 이를 사용하는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서울반도체가 있음

 (퀀텀 닷 소재) 퀀텀 닷 소재를 개발하는 쪽과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한 광학필름 개발로
구분할 수 있음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한솔케미칼, 나노스퀘어가 대표적
▪ 광학필름 소재개발 업체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있음

엘엠에스,

미래나노텍,

대주전자재료,

LG화학,

아이컴포넌트,

- 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대표적임
- 국내의 서울반도체는 InGaN 광원 소재 기반으로 고휘도 LED 조명 분야 응용 개발을 진행 중임
-

Micro LED 광원 소재개발의 경우 국내의 삼성, LG, 루멘스가 100㎛ 이하의 초소형 광원
소재개발 및 RGB 광원 소재의 전사 기술, 배열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중

 (산화물 기판) 솔믹스를 중심으로 사업화하여 국산화율을 높여가고 있으나 비산화물인
질화알루미늄, 질화규소 기판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료연구소 등 연구소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중임
▪ (삼성 디스플레이) 2020년부터 LTPO(저온폴리옥사이드) 기술로 스마트폰 패널 양산을 시작할
계획임
- LTPO는 전하이동도와 안정성이 높은 LTPD의 장점과 TFT 균일성이 좋고 전류 누설이 적은
옥사이드의 장점을 한데 결합한 기술임

 (국내 산화물반도체 투명전극용 타겟) 주요 생산업체로는 세계 1위인 삼성코닝어드밴스드
글라스(구 삼성코닝, SCG)을 필두로 희성금속과 나노신소재의 3사로 구성되어 있음
▪ (나노엠 등) 100% 무기질 소재로 구현한 투명 코팅액을 개발, 상온~100℃에서 경화함으로 내산성,
내열성, 발수기능, 내지문 특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음
▪ (디엔에프) 디스플레이용 눈부심 방지 코팅제를 개발 삼성전자 갤럭시S9에 채택되었음
- 눈부심 방지 코팅제는 기재 표면에 요철 구조를 형성해서 난반사를 유도, 눈부심을 저감하는
제품이며 무기 고분자를 사용해 내구성과 내지문 특성이 우수함

220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주요 연구개발 기관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한국세라믹기술원 (KICET)

전자융합본부
광·전자부품소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

연구 분야
•광전자소자(LED, LD, Display) 제작 연구
•질화물 (AlxGa1-x)yIn1-yN 나노와이어 에피성장 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작 연구
•박판 유리 기판 개발 화학강화 신공정 기술연구

•OLED 기판유리 사업 및 연구 진행중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민간기업

•Oxide TFT용, 태양전지용, OLED 조명요 Target 등 신제품
개발 및 연구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국세라믹기술원
▪ 단일 칩 위에 하나로 통합된 풀-컬러 마이크로-LED 픽셀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품질 나노와이어
구조를 사용
- 단 한 번의 에피 성장 공정을 통해 동시에 Blue(청), Green(녹), Red(적) 발광 파장을 구현하는
새로운 에피택시 성장기술 개발 중
▪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코팅 소재와 대비해 절연 파괴 전압이 3배 이상 높으면서 치밀도가 95%
이상인 코팅막을 균일하게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소재개발

 삼성어드밴드스글라스
▪ 나노 분말 합성기술 및 세라믹 공정기술과 인프라 등을 활용해 최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
에칭 공정에 쓰이는 내플라스마 소재인 이트리아 분말을 개발 완료

 씬택
▪ 형광체 & 퀀텀 닷 소재 LED용 및 GaN, AlN 기판 및 Micro LED용 GaN nano wire 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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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 동향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은 ’05년부터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냄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36%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33%, 유럽은 16%, 한국은 15% 순으로 나타남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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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05년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
▪ 내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
▪ 미국의 출원수에 비해 42% 정도의 수준을 보임

 미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체 특허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출원현황은 출원수가 매년 30건 이하로, 뚜렷한 증감 동향이 나타나지 않음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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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Display Device, Glass Ceramic, Dielectric Layer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Display Layer, Transparent Ceramic Layer, 고주파 기판, Cover Layer, Display Module,
Flexible Substrate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에도
유연기판, 양자점 조성 및 합성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Display Device, Glass Ceramic, Dielectric Layer, Light Source, Electronic Device, 제조 방법, Ceramic
Substrate, 투명 기판, Light Emitting Device, Control Electronics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2구간(2016년~2020년)

•Glass Ceramic, Light Source, Electronic Device,
O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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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Ceramic

Material,

•Electronic Device, Display Device, Display Layer,

Cover

Transparent Ceramic Layer, User Interface, Cover

Glass, Sapphire Surface, Vhf Matching Circuit,

Glass, 고주파 기판, Cover Layer, Display Module,

Gain Frequency, Varactor Diode

Flexibl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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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독일의 SCHOTT AG인 것으로
나타남
▪ 제 1 출원인인 SCHOTT AG의 출원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에 분포된 것으로 파악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관련 기술로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다루는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개인)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국내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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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SCHOTT AG
 SCHOTT AG는 독일 기업으로, 가전용 패널, 투명 유리-세라믹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용
유리-세라믹 소재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
▪ 주요 특허들은 투명한 컬러 유리-세라믹인 디스플레이 및 글라스 세라믹 플레이트 관련 기술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것으로 파악
[ SCHOTT AG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718698
(2018.08.31)

Bendable and/or foldable
articles and method of
providing bendable and/or
foldable articles

굽힘가능 및/또는 접힘가능 물품 및
그의 용도 및 굽힘가능 및/또는
접힘가능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

US10209838
(2016.07.28)

Operating panel for a
household appliance with
at least one user interface,
household appliance, and
method for producing the
operating panel with user
interface

디스플레이 소자 및 외부 영역 내에
위치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각각 전극을 포함하고 내부 기판
표면 상에 배치되는 복수의 센서를
갖는 센서 배열을 포함하는 가전용
패널

Display device

전면 표시면, 후면 조명면, 및
조명면의 영역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발광 소자를 갖는 투명한
컬러 유리-세라믹인 디스플레이

US9483983
(2011.12.02)

Display device, in
particular for cooktops

쿡탑용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면(front side) 및 후면(back
side)을 갖는 유리 세라믹 및 상기
후면의 영역에 배열된 램프를 갖는
디스플레이

JP5650334
(2011.12.02)

예를 들면 조리면용의
표시장치

글라스 세라믹 플레이트인 글라스
세라믹체와 글라스 세라믹 배면의
영역에 배치된 발광체를 가지는
글라스 세라믹 전면 및 배면

US9371969
(2012.05.04)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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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INC.
 APPLE INC.는 미국 기업으로, 터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용 산화알루미늄 세라믹, 전자
디바이스용 커버글래스 소재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과 유럽에 출원
[ APPLE INC.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Foldable cover and
display for an
electronic device

디스플레이 레이어 및 접힘 가능 영역을
포함하는 커버 레이어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층 및 커버 층은
접이식 영역을 따라 커버 층을 굽힘으로써
접힌 상태와 펼쳐진 상태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구성

US10627783
(2016.09.10)

Wearable electronic
device

디스플레이상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장치의
동작을 개시하며, 제어 또는 수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터치를 통해 장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결정

US9678540
(2014.10.13)

Electronic component
embedded in ceramic
material

전기 에너지화된 부품이 내장된 사파이어
표면에 관한 전자 부품이 내장된 세라믹
재료

US9092187
(2013.01.08)

Ion implant indicia
for cover glass or
display component

이온주입에 의해, 성분의 적어도 하나의 주
표면에 매립되고, 여기서 이온은
서브서피스 패턴층에 고정되는 전자 장치용
사파이어 부품으로 형성되는 산화알루미늄
세라믹

US10133156
(2012.06.08)

Fused opaque and
clear glass for
camera or display
window

커버 글래스와의 윈도우 통합 및 전자
디바이스용 윈도우를 제공하기 위한 커버
글래스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

US10303218
(2018.01.12)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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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KO EPSON CO


SEIKO EPSON CO는 일본 기업으로,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과
전기광학장치, 전기광학패널, 마이크로 렌즈 기판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 SEIKO EPSON CO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5278142
(2009.04.27)

전기 광학 장치 및
전자기기

본체부의 표면 중 적어도 일부를
덮도록 형성된 제1의 세라믹 재료막을
포함한 방열판을 구비하여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전기광학 패널의 냉각
효율을 향상

JP3785905
(2000.07.31)

전기 광학 장치 및
전자기기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크로스토크 등에 의한 표시 품질의
열화를 방지하고, 계조 표시가 용이한
반사형 액정표시장치

JP3642235
(1999.08.12)

마이크로 렌즈 기판, 액정
패널용 대항 기판, 액정
패널 및 투사형 표시장치

투명 기판상에 마이크로렌즈를
설치하고, 마이크로렌즈 상에 설치된
수지층을 가지는 광학 특성을 원하는의
것으로 설정하기 쉬운 마이크로 렌즈
기판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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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는 디스플레이용 열 전도매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5건 출원하였으며, 8건의 특허 중 등록된 특허는 2건을 보유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0528929
(2003.10.08)

디스플레이 장치용 열
전도매체와, 이를 제조하기
위한방법과, 이를 적용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패널과 샤시 베이스 사이에 개재되는
열 전도매체의 구조가 개선된
디스플레이 장치용 열 전도매체와,
이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적용한 플라즈마 표시장치

KR0374790
(2000.08.25)

3극 탄소 나노튜브 전계방출
표시 소자의 구조체 및
그제조방법

알루미나에 구멍을 만들어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고 상기
알루미나 양면에 캐소드 및 게이트
전극을 형성시킨 3극 탄소나노튜브
전계방출 표시소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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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이동 단말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등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4건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진행한 4건의 특허 모두 등록된 것으로 파악. 즉, 출원
건수 대비 많은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엘지전자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801187
(2011.03.23)

이동 단말기 및 이에
구비되는 디스플레이
모듈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본체 및 적어도 하나가
유리재질인 복수의 세그먼트들이 적층되어
형성되는 윈도우와, 세그먼트들 도전패턴을
형성하고, 세그먼트들 중 유리 재질의
세그먼트에 표면을 실장하는 도전패턴과
연결되어 터치입력을 감지하는 드라이버
집적회로를 포함

KR0863443
(2006.03.31)

이방성 전도성 페이스트
및 이를 적용한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장치

전도볼의 균일한 분포 및 전기 접속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방성 전도성 페이스트
및 이를 적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KR1246401
(2005.08.29)

충돌대전형 전자종이용
대전입자 및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

표면에 관능기가 형성된 전기영동형 고분자
입자와, 고분자 입자 주위를 구형으로
둘러싸도록 코팅되어 있고 말단에 관능기가
접합되어 있는 입자안정화제가 축합반응으로
코팅된 충돌대전형 전자종이

평면 디스플레이의
전극구조 및 그 형성방법

전극부를 전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고 열
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극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극부의 조립이
간소화되어 전극부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평면 디스플레이의 전극구조

KR0529890
(2003.03.13)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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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제조방법, 백라이트 등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3건 출원하였으며, 출원한 3건 중 1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
[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KR1232505
(2005.06.30)

명칭

기술적용분야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제조방법, 백라이트 유닛
및 액정표시장치

발광다이오드 바디부의 하부 및 전극패턴의
상부에 금속물질이 형성되어 방열효과를
극대화하고, 솔더공정후에 플라스틱 렌즈 와
실리콘의 고정 및 주입공정을 진행하여
변형을 방지하며, 균일한 휘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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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09로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72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232

주요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SCHOTT AG(독일)

20

3.2%

0.03

1

APPLE INC.(미국)

12

1.9%

0.05

2

SEIKO EPSON CO(일본)

11

1.8%

0.07

3

SEIKO EPSON CORP(일본)

10

1.6%

0.09

4

KYOCERA CORP(일본)

9

1.5%

0.10

5

EUROKERA S.N.C.(프랑스)

9

1.5%

0.11

6

CORNING
INCORPORATED(미국)

8

1.3%

0.13

7

SUMITOMO ELECTRIC IND
LTD(일본)

8

1.3%

0.14

8

TOPPAN PRINTING CO
LTD(일본)

8

1.3%

0.15

9

SHARP KABUSHIKI
KAISHA(일본)

6

1.0%

0.16

10

전체

619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68

72.3%

0.72

대기업

23

24.5%

연구기관/대학

3

3.2%

전체

94

100%

CR4=0.09
n

CR중소기업=0.72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2) 특허소송 현황분석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관련 특허소송 이력은 검색되지 않음
▪ 따라서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광·전자기을 이용하지 않는 디스플레이용 세라믹 소재와 관련해서는 몇 건의 소송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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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426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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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13)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Thermal conductive medium for display device, method

요소기술 후보

display, ceramic,
클러스터 element, module, circuit, of fabricating the same, and plasma display panel 방열 세라믹기판
assembly using the same
01
board, connect, form,
조성 및 제조기술
electric, lamp
•Coil antenna/protection for ceramic metal halide lamps

클러스터
02

metal, phosphor,
material, liquid, form,
ceramic, composite,
dielectric, component,
shield

•Electromagnetic

shielding

of

tvs,

computers

and

cellular/cordless phones, spectacles, face shields and
screen protectors

형광체 조성 및
합성기술

•Cancer protection device

ceramic, control,
클러스터 substrate, forcep, heat, •Thermal cautery surgical forceps
03
apparatus, mount,
•Flow-meter probe
element, electr, display

-

display, optic, plate, nm, •Device for the conversion of non potable water into
클러스터 ceramic, wavelength,
ecological drinking water
04
transmission, color, film,
•Device for controlling a screen display
emit

-

클러스터
05

layer, display, ceramic, •Glass composition for fluorescent character display
tube, electrical insulation material and partition material 투명 전도막 조성
form, glass, substrate,
material, laminate,
및 제조기술
•Method
of
manufacturing
ceramic
electronic
composite, solve
component

클러스터
06

layer, substrate, form,
•Colored spinel optoceramics
display, ceramic,
dielectric, conduct,
•Visual display
electrode, plural, plate

-

glass, display, ceramic, •Phosphorescent blends
투명 TFT용 반도성
클러스터 transparent, electron,
•Ultrathin glass and ceramic composites, method for 세라믹 조성 및
07
material, support, form,
제조기술
producing same, and application
film, plate
•Interaction device
ceramic, substrate,
클러스터
display, surface,
•An improved online incipient fault sensor device for
08
element, electrode, film, detection of incipient fault in oil-filled electrical
glass, input, circuit
apparatus such as a transformer

-

display, optic, material, •Method and apparatus for high power optical
amplification in the infrared wavelength range (0.7-20
클러스터 element, surface, laser,
mum)
09
ceramic, plate, piezo
electric, cook
•High intensity laminate plate for optical use

-

1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235

전략제품 현황분석

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관련 특허에서 총 9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C03C)
유리, 유약(glazes) 또는
유리질법랑(Vitreous
enamels) 의 화학적 조성;
유리의 표면처리; 유리,
광물 또는 슬래 그로부터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표면처리; 유리와 유리 또는
타물질과의 접착
(C04B)
석회; 마그네시아; 슬래그;
시멘트; 그 조성물, 예.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유사한 건축재료; 인조석;
세라믹
(G02B)
광학요소, 광학계 또는
광학장치
(G02F)
광의 강도, 색, 위상, 편광
또는 방향의 제어를 위한
장치 또는 배치, 예. 스위칭,
게이팅, 변조 또는 복조, 의
매체의 광학적성질이 변화에
의하여 광학적 작용이
변화하는 장치 또는 배치;
그와 같은 동작을 위한
기술 또는 처리;
주파수변환; 비선형 광학;
광학적 논리소자; 광학적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G03B)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또는 사진을 투영하여
직시하기 위한 장치 또는
배치; 광파 이외의 파를
사용하는 유사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또는 배치;
그것을 위한 부속물
(H01J)
전자관 또는 방전램프
(H01L)
반도체 장치;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전기적 고체
장치

(메인그룹) 내용

요소기술 후보

•(C03C-017) 섬유 또는 필라멘트가 아닌 유리

•(C04B-035)

조성에

특징을

갖는

성형세라믹제품;

세라믹조성

-

•(G02B-005) 렌즈 이외 광학요소

-

•(G02B-001) 사용물질에 특징이 있는 광학요소

-

•(G02F-001) 독립된 광원으로부터 도달한 광의 강도, 색,
위상, 편광 또는 방향의 제어를 위한 장치 또는 배치, 예.

-

스위칭, 게이팅 또는 변조 비선형 광학

•(G03B-021) 영사기 또는 투영형식의 뷰어; 그 부속품

-

•(H01J-017) 고체 음극(cathodes)이 있는 가스입전자관

-

•(H01L-033) 광, 예, 적외광, 의 방출에 특별히 적용되는
적어도 한개의 전위 장벽 또는 표면 장벽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그들 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치；그들 장치의 세부
•(H01L-021) 반도체 장치 또는 고체 장치 또는 그러한
부품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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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형광체 조성 및 합성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Quantum Dot 조성 및 합성기술

전문가추천

LED/Micro LED용 기판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고굴절 기판 조성 및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Flexible 유리 기판 강화 및 가공기술

전문가추천

기판소재 미세가공/패터닝 기술

전문가추천

방열 세라믹기판 조성 및 제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투명 전도막 조성 및 제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기능성 코팅막 조성 및 제조기술

전문가추천

투명 TFT용 반도성 세라믹 조성 및 제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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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표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 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중복성 검토

선정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요소기술 중

→
•확정된 핵심기술을

•미흡한 전략제품에

핵심기술 선정

•전문가 추천

④ 핵심기술 확정

대해서 핵심기술 보완

대상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구축 개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방열 세라믹기판 조성 및 제조기술

Quantum Dot 조성 및 합성기술

기판소재 미세가공/패터닝 기술

개요
•고 전기/열 전도성 무기 소재 제조기술 및 초고온용 접합 소재 제조
기술
•비카드뮴계 Quantum Dot 조성개발 및 광효율 개선 기술,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퀀텀 닷 조성개발 및 광효율 개선 기술
•마이크로 단위의 초정밀 유리 절삭 및 미세 홀 가공 기술, 유리
곡면 초미세 패터닝 및 복합 형상화 가공 기술
•선폭이 좁은 발광특성을 나타내는 산화물 및 (산)질화물계 고효율

형광체 조성 및 합성기술

녹색, 적색 발광 형광체 소재개발 기술. 저온·저압 조건에서의
(산)질화물계 형광체 합성기술
•유리표면에서의 이온반경 다른 이온과의 이온교환을 통한

Flexible 유리 기판 강화 및 가공기술

표면압축응력을 생성시켜 박판유리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유리 강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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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향후 디스플레이산업 분야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
 국내의 디스플레이용 광·전자 세라믹은 원료정제 기술과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기술 확보
필요
 부품소재 가격의 급등과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필요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대면적 고효율/고연색성 Flexible 디스플레이 구현 및 관련 기술의 상용화
2021년

2022년

2023년

최종 목표

방열 세라믹기판 조성
및 제조기술

웨어러블/플랙서블
디스플레이용 고방열
세라믹 소재 및
디바이스 제조기술

Quantum Dot 조성
및 합성기술

친환경 Quantum
Dot 광학필름을
이용한 대면적
QLED 제조기술

기판소재
미세가공/패터닝 기술

Flexible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형광체 조성 및
합성기술

고연색성 디스플레이
및 고효율 조명
제조기술

Flexible 유리 기판
강화 및 가공기술

50um 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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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고 전기/열 전도성
무기 소재 제조기술
및 전도효율 개선
기술

고품위
고열전도성
소재 (AlN,
SiC,
Si3N4)
국산화
기술

고열전도성
소재 (AlN,
SiC,
Si3N4)
전도효율
개선 기술

AlN, SiC,
Si3N4
기판소재
초고온용
접합 소재
제조 및
디바이스
제조기술

웨어러블/플랙
서블
디스플레이용
고방열
세라믹 소재
및 디바이스
제조기술

기술혁신

고효율 대면적
광학필름 제조 기술

비납계
페로브스카
이트 구조
Quantum
Dot 조성
개발 및
광효율
개선

InP계 및
페로브스카
이트 구조
Quantum
Dot
광효율
개선 및
신뢰성
향상

친환경
Quantum
Dot 조성
소재의
대면적
광학필름
제조기술

친환경
Quantum
Dot
광학필름을
이용한
대면적 QLED
제조기술

기술혁신

고굴절 기판 소재
조성 제조기술 및
기판소재
미세가공/패터닝
기술

가공, 접합,
내열
특성이
우수한
고강도
신조성
유리 제조
기술

마이크로
단위의
초정밀
유리 절삭
및 미세 홀
가공기술

유리 곡면
초미세
패터닝 및
복합
형상화
가공 기술

Flexible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기술혁신

형광체 조성 및
합성기술

50nm 이하
광선폭을 가지는
고효율 형광체 개발
및 저온·저압
합성기술 개발

고효율
산화물계
적색형광체
개발

100nm
이하
광선폭을
가지는
고효율
산화물,
(산)질화물
계 형광체
개발

고연색성
디스플레이
및 고효율
조명
제조기술

기술혁신

Flexible 유리
기판 강화 및
가공기술

두께 50um 이하
박판유리 가공 및
강화기술 개발

두께 50
um 이하
친환경
슬리밍기술

100um
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

50nm
이하
광선폭을
가지는
고효율
산화물,
(산)질화물
계 형광체
개발
50um
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및 평가
기술

30um 이하
초박판유리
화학강화
기술개발

기술혁신

방열 세라믹기판
조성 및
제조기술

Quantum Dot
조성 및
합성기술

기판소재
미세가공/패터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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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정의 및 범위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란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으로 구성된 나노물질로 이루어진 다른 두 가지
성분, 혹은 그 이상의 성분을 거시적으로 혼합하여 단일 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소재를 의미
▪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정보전자 산업, 정밀화학 산업, 신소재 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기초 및 핵심소재 산업 분야를 포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기능성

•(세계) 2018년 25.9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20.7% 성장하여 8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나노소재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장재, 고기능 소재, 자동차 소재부품 등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활용

•(국내) 2018년 16.5조 원에서 2024년 36.8조 원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산업은 정밀（화학）제조업에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성장률 14.3% 기록할 전망

속하고 기술의 독점성과 원료 의존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함

정책 동향

기술 동향
•나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
(제 4기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2016-2025)을 발표

하이브리드

소재

제품은

탄소

나노튜브와

금속이온이 균일하게 혼합되는 분자 수준의 공정을 통해
나노 하이브리드 분말을 제조하는 기술개발이 필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3D 및 스마트 TV의 슬림화 및
저소비전력이 요구되는 추세이기에 높은 집광특성 등
광학 특성을 유지하는 프리즘 필름이 요구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스마트 윈도우 코팅용 나노 소재 합성기술

•(해외) Nanosys, DNP, 3M, 니코덴코

•고효율 전지용 유무기 소재

•(대기업) 삼성전자, LG화학, 삼성SDI, SK 머티리얼즈

•비불소계 내오염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중소기업) 코이즈, 클랩, SMS, 엘엠에스, 코스모신소재

•Quantum Dot 대량합성 및 인쇄기술
•전도성 나노소재 대량합성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낮은 국산화 소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필요
➜ 중소기업은 국내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특허 확보 및 국산화 소재 개발
➜ 제품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소재 및 코팅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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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란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으로 구성된 나노물질로 이루어진 다른 두
가지 성분, 혹은 그 이상의 성분을 거시적으로 혼합한 소재
▪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복합화한 후 단독의 재료로는 얻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게 한 소재로서
원래의 소재보다 우수한 성질을 갖게 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기의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화 소재와 풍력 발전 등에 적용 가능한
강도는 높으면서 무게는 가벼운 금속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말함

 나노 하이브리드 기술은 구성하는 요소의 크기가 100nm 이내인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러한 구조를 갖는 소재가 나타내는 특이한 물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
▪ 동일한 성분을 가진 소재의 결정 혹은 입자가 100nm 이하 수준으로 작아지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나 이온의 비율 증가에 따라 표면 에너지 중요

 기존의 벌크 소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물성을 나타내는
소재를 나노 소재라 하며, 크기를 직접 제어하여 특정하게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물, 무기물이 혼합되어 제조된 물질
▪ 제조기술의 경쟁력이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좌우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정보전자 산업, 정밀화학 산업, 신소재 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기초 및 핵심소재 산업 분야를 포함
▪ 나소 소재 기술은 그 자체로 제품이 되는 기술이기보다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개선된 또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파괴적, 융합적, 발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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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사회, 건강한 장수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욕구 증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등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한계극복 기술로서 나노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
▪ 글로벌 나노기술 혁신을 선도하고나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서는 나노 소자·나노시스템, 혁신적 물성·소재
등의 기초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지능화 기술 역량 강화 추진
▪ R&D와 산업화 측면의 2025년 목표달성을 위해 3대 전략 12과제를 추진 계획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3대 전략 12과제 ]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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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에너지 저감 정책에 따라 자동차, 철도 및 항공 산업에서 경량 고강도/고강성
구조용 신소재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에 대한
수요기업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
▪ 기능성 나노소재의 많은 응용 분야 가운데 전방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신규 소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분야는 전자재료 분야, 자동차 분야의 경량 고강도 소재 분야, 그리고 친환경 소재 분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는 국책 연구사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주로 투자자 및 수요자 연계형 용복합
소재부품개발사업 등으로 국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시설 투자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
 우리나라는 대규모 제철제강 설비와 자동차, 조선 산업의 발달, 그리고 천문학적 군비투자와
높은 석유의존도, 2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보유 등을 감안할 경우 하이브리드 소재 시장
규모와 성장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특히, 최근 신재생 에너지, 선박, 기계, 자동차, 항공 산업의 경량화,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기술의 슬림화 및 스포츠, 레저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산업은 기술과 시장
양면에 급속한 발전추세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독특하고 우수한 특성을 지님
▪ 내열성과 경도(내마모성)가 낮은 유기 소재의 단점과 취성이 강하고 저온소성이 불가능한 무기소재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녀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
▪ 수지(resin)에 세라믹졸이 높은 함량으로 분산용해된 하이브리드 소재는 가열경화와 UV 가교를 통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성형이 가능하며 유무기 간의 화학적 가교결합이 용이하여 고기능성의 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 보유

 혁신적인 복합소재 개발은 소재 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며
수요 산업의 융복합화 니즈에 맞춰 소재도 융복화가 강조되고 있어 개별 기업들의 소재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기에 적극적 투자 필요
▪ 복합소재가 단편적인 소재 기술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사 또는 외부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 모색이 필요
▪ 소재와 관련된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소재 복합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거나 수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여 경쟁력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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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가치사슬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는 다양한 기능성 산화물 입자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속, 반도체, 고분자 나노입자 및 나노선 등을 활용하여 환경, 에너지,
디스플레이, 센서 산업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성능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기대
 (전방산업) 환경정화（필터, 멤브레인, 촉매 등), 연료전지（전극 및 전해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소자 센서, 태양전지, 화장품, 약품, 진단제 등으로 구성
▪ 극한 환경(온도, 압력)조건에서 필요한 고내구성 소재의 개발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며, 고효율을
구현하기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구성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

 (후방산업) 다양한 기능성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를 제조하기 위한 산화물 원료물질 분리/정제,
화학전구체 공정장비, 측정 및 평가장비 등으로 구성되고, 특히 평가 장비는 아직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전방산업

산화물 원료물질 분리/정제
화학전구체
공정장비
측정 및 평가장비

CNT/카본볼, 금속 나노입자,
반도체 나노입자, 고분자 나노입자,
나노선 등

환경정화（필터, 멤브레인, 촉매 등）,
연료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소자 센서,
태양전지, 화장품, 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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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분류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료와 제품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광/전자 소재, 에너지/환경 소재, 생체/바이오 소재 등으로 분류가 가능
▪ 나노입자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소재, 광학 필름 소재 등과 TiO2 광촉매 작용을
이용한 환경정화용 소재, 인쇄 전자응용, 금속/반도체 나노입자, 환경/화학 촉매, 발광 다이오드 및
광센서 등으로 응용
[ 용도별 분류 ]
전략제품

용도별 분류

광/전자 소재

나노
하이브리드

내용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등 고분자 물질, 분리막/멤브레인（이차전지, 연료 전지,
수처리, 수조제조）, 투명전극 소재（CNT 및 그래핀 분산제） 등

•창호형 단열필름, 단열타일, 산소/수분 투과차단재, 포장재, 흡착재, 필 터,
에너지/환경 소재

충진재,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반사/대전 방지, 전자파 차폐, 자기
정화코팅, 초발수 코팅 등

소재

생체/바이오 소재

•나노 약물, 나노 진단제, 기능성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또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는 제작방법에 따라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으로
분류 가능
▪ 대량 생산이 가능한 Top-down 방식은 간단히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균일한 나노 입자를
얻기 어려운 단점을 보유하고 있고 Bottom-up 방식은 분자나 원자를 나노 구조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제작방법이 복잡하나 양질의 나노 입자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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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활용범위가 넓은 고부가가치 산업
 기능성 나노소재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장재（바닥재, 테코시트,
고성능 난연 단열재), 고기능 소재（고기능 진공 단열재, 고기능 점착필름, 가전 표면소재),
자동차 소재부품（자동차 원단, 복합소재） 등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활용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의 합성, 기공을 제어, 복합소자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제어가 가능한 핵심물질을 합성, 제조하는 IAQ（lndoor Air Quality）소재산업이 활발
▪ 현재 나노 알루미나 기공 구조를 기반으로 습도조절 물질,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제·가습 소자, LED
감응형 광촉매 물질의 적용 제품 확대에 주력

 복합소재는 대부분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에너지 문제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 경량화•절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이산화탄소 포집 성능 향상, 희소자원 절감 등을 통한
환경보호, 수질개선과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수처리 고도화 등의 분야에서 복합소재의 수요가
확대되고 저변도 넓어질 전망

 최근 항공기 분야, 자동차 분야, 석유화학 분야 등의 연료효율 향상, 경량화, 플라스틱의 물성
한계를 넘어 대체재로서의 역할 기대로 다양한 종류의 무기, 금속 및 유기 소재를
하이브리드화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
[ 나노소재 산업 구조 ]

* 출처 :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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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대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산업은 정밀（화학）제조업에 속하고 기술의 독점성과 원료 의존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화
필요성 증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나노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국내 기업들의 나노 소재를 활용하기 위한 제조규모, 품질 안정도, 제조원가 등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필요
▪ 기업체의 인력 분포 및 인력 활용, 교육 수요 등 실질적인 통계조사나 실태파악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많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 및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에 한계가 있어 기술의 집약도가 높은 분야일수록
대기업 중심의 제품개발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품개발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나노 원료 소재로 갈수록 심화
▪ 초경량 고강도 탄소 복합소재 분야와 인쇄 전자용 금속 나노소재 분야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며,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산화물 나노입자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

 제조공정 기술력이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좌우하기에 제품의 고품질화 중요
▪ 제품의 고품질화, 미세화에 따라 기술의 성숙도가 높고 산업적 요구에 대응하는 일반 벤처기업이 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현재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기술은 생활 소재 분야 및 전자 소재（전극, 방열필름, 태양전지),
환경정화 시스템 등의 분야에 치중
▪ 다수의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나노 소재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능성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기반 융합 소재를 통해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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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세계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시장은 2018년 259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20.7%
성장하여 801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전 세계적으로 나노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Life-Cycle)이
점점 단축되면서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
▪ 나노 소재 분야의 중소기업 생산 및 판매유형은 56%가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 공급 사슬 상 1차 공급 기업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25,921

31,287

37,764

45,581

55,016

66,404

80,150

20.7

* 출처 : Nanomaterials Market by Type and End-user -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8,
marketsandmarkets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2) 국내시장
 국내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시장은 2018년 16.5조 원에서 2024년 36.8조 원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성장률 14.3% 기록할 전망
▪ 정부는 각종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긴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1년 단기 R&D를 진행하는 등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급성장을 견인
▪ 2018년 기준 나노소재 분야의 경우 전체 나노융합시장의 10.9%를 점유
▪ 2018년 기준 나노융합 기업 전체 775개 중 나노소재 분야의 기업이 348개(4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시장의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조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16.5

18.9

21.6

24.6

28.2

32.2

36.8

14.3

* 출처 : 2019 나노융합산업조사,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2019를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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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는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기술국 대
비 92.8%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0.6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7.1%, 기술격차는 1.7년으로 평가
▪ 일본(93.3%)>한국(92.8%)>EU(86.5%)>중국(74.3%)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14)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는 5.77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제조공정 기술개발이 필수적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제품은 탄소 나노튜브와 금속이온이 균일하게 혼합되는 분자수준의
공정을 통해 나노 하이브리드 분말을 제조하는 기술개발이 필수
▪ 기존 카본나노튜브(CNT) 제조법은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한계로 CNT 하이브리드
소재 수요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 금속에 혼합된 탄소나노튜브는 지지체로 거동하며 재료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열전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를 위해 고품질의 금속 분말 및 탄소나노튜브 제작이 요구
[ 탄소나노튜브의 다양한 구조 ]

* 출처 : 고려대학교 나노전자공학 연구소 홈페이지 발췌

14)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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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흐름 및 열전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및 해석, 수분/가스 흡착물질에 대한 연구, 유무기
소재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냉장고 등의 가전기기뿐만 아니라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진공 단열재를 개발 중
 건축물 단열의 핵심이 되는 요소인 유리에 나노재료, 박막, 광학, 반도체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한 기능성 하이브리드 유리제품 개발
 복합소재가 단편적인 소재 기술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관계사 또는 외부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추세
▪ 일본의 전자소재 및 스페셜티화학 분야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쇼와덴코는 반도체 공정의 진보로 인해
요구되는 소재의 변화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그룹 내에 쇼와 하이폴리머(ShowaHipolymer),
일본 폴리텍(Nippon Polytech) 등의 회사와 협력을 강화
▪ 개성 있는 화학 기업을 지향하며 기존 사업영역을 기반으로 ‘유기+무기+금속의 상호 연계(복합화)’로
사업 조직 및 전략을 재정
▪ 미쓰비시 화학, 미쓰비시 플라스틱, 타나베미쓰비시 제약 등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미쓰비시 화학 홀딩스는 협업 기능 강화와 함께 기술개발 등의 복합화를 진행시켜 “복합화학”
기업을 목표로 함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의 원천기술 선점과 제품의 물성 안정화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의 경우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국가별
시책에 따라 기회 요소가 높은 산업으로 국제 표준화의 우위 점유가 가능
 신물질 개발을 통해 유무기계 나노소재의 연구 분야로 시장개척이 용이하며 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 소재 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요구 증가
 제품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소재가 사용되는 각종 나노물질의 물성 안정화
과정 및 기술개발이 필요
 생산 Batch 별 물리화학적 특성의 균일성 확보, 전처리 방법 및 기지재와의 분산성 확보
등의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기술을 안정화하여 균일한 특성이 발현되는 소재개발이 필요
 전처리 방법 및 기지재와 분산성 확보 등의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기술을 안정화하여
균일한 특성을 발현하는 소재개발이 필요
 나노소재를 합성하는 콜로이드 화학에 대한 이해 및 합성된 나노소재의 다양한 분야, 특히
촉매, 생명공학, 에너지 공학 측면으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의 수요
분야에 적용방안 및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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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 절전, 경량화 등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복합소재
 (Nanosys) LED 백라이트유닛(BLU)에 탑재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퀀텀 닷에 집중 중인 추세
 (Nanoco) 기술 난도가 높은 비카드뮴계 퀀텀 닷 기술을 보유 중이며 차세대 이미지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퀀텀 닷 기술을 새롭게 확보하여 디스플레이 화질을 개선 중
[ Nanoco의 퀀텀닷 소재 ]

* 출처 : Nanoco 제공

 (니코덴코) 전기가 통하는 투명 필름으로 스마트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소재 ITO 코팅에
사용되는 PET필름 개발 추진 중이며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나노클레이 복합소재는 적용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다우(Dw0, 바이엘(Bayer),
하니웰(Honeywell) 등 많은 소재 기업들이 자동차 소재, 포장재, 전기부품 등의 용도로
제품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음
▪ (Toyota) 최초 상용화는 일본 도요타(Toyota) 자동차의 중앙연구소에서 경량화를 목적으로 개발.
도요타는 우베(Ube Industries)와 공동으로 폴리머 소재에 나노클레이 입자들을 결합하여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 등이 우수한 복합소재를 개발
▪ (Bayern) 합성 수지와 나노클레이 입자를 복합화시켜 합성수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킴
- 나노클레이를 폴리카보네이트와 복합화하여 난연성을 향상시키거나, 나일론 필름과 복합화하여
필름의 가스 투과성을 적게 함으로써 음식물을 오래 보관이 가능

 소재의 복합화를 통해 종이 절약의 재도전이 시작. 그중 하나의 방향은 전자책(e-book)으로
이 제품의 핵심소재는 전자잉크(E-ink) 복합소재임
▪ (Prime View International) 전자잉크(E-ink) 소재는 현재 대만의 소형 TFT-LCD 업체인 프라임 뷰
인터내셔널에서 독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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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저장/발전용 복합소재
 리튬이온전지용 복합소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재는 인산철계열 소재로, 저비용, 고출력,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에 용이한 장점을 보유
▪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양극소재의 입자 표면을 다른종류의 소재인 나노 탄소 소재로
코팅하여보다 성능이 향상된 소재를 개발 중

 연료전지는 대기오염, 소음, 발열, 진동 등의 공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용 복합소재 분야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가장 널리 개발되는 추세
▪ 최근에는 나노복합 전해질을 이용하여 전해질막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노복합 전해질은 주로 열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고분자와 열에 안정한 무기계 소재를
결합한 형태로 개발될 경우 연료전지 대중화를 한층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독일연방물질연구소(BAM)) 독일 BAM 연구진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등 연구기관 아홉 곳이 참여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자동차용
에너지 저장장치로 탄소 나노튜브로 보강된 탄소섬유 복합재 개발
▪ 현재 자동차 제조사인 볼보(Volvo)사가 시험차량에 장착해서 그 성능을 실험 중으로 볼보사는 새로
개발된 에너지 저장장치를 기존 내장 배터리에 보조 장치로서 시험차량의 엔진 덮개와 트렁크
덮개에 설치해 시험 중
▪ 새로운 에너지 저장장치는 일종의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s)로, 자동차 엔진과 트렁크 덮개
제작에 흔히 사용되는 탄소섬유로 제작되었으며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영하
40℃에서도 문제없이 작동

◎ 자원 절감을 위한 복합소재
 전자부품에 전극 패턴을 형성할 때, 종래에는 일괄적으로 전체 면에 전극용 및 공정 소재를
바른 후, 얻고자 하는 패턴 이외에는 모두 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여 고도의 제어가 어렵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소재들이 발생
▪ 대안으로서 마치 프린터로 인쇄하듯이 원하는 패턴을 그리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노 금속
또는 세라믹 입자들과 화학소재를 결합한 “잉크”와 같은 물성을 갖는 패터닝용 복합소재가 이용
▪ 아직은 가격 등의 문제로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듀폰, 캐봇(Cabot),
일본 세이코앱슨, 알박(Ulvac)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잉크 소재의 제품 적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Dow, Toray) 멤브레인 성능 향상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상황
▪ 멤브레인에 물을 친화력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개발 중이며, 대부분의 방향은 고분자
소재인 멤브레인 표면에 다른 종류의 소재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복합화 소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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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 디스플레이 소재
 (삼성전자) 삼성 퀀텀 미니 LED(Samsung Quantum Mini LED) 출시를 예고하며 기존
퀀텀닷 필름을 활용한 QLED TV의 백라이트(광원)에 미니 LED를 적용, 초프리미엄 LCD TV
시장을 공략 예상
 (SK 머티리얼즈) 일본 JNC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OLED 사업 진출 선언했으며 국내 OLED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공급 계약도 확정
 (코이즈) OLED 사업부 운영을 시작으로 OLED 소재 공정개발을 진행 중으로 청색 형광
호스트와 도판트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소재개발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
 (상보) CNT를 테치센서의 전극으로 제작하여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CNT/은 나노와이어
하이브리드 투명전극을 개발하여 ITO 필름을 대체할 부품으로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에 사용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신소재는 표면조도, 두께 균일성이 양호하고 다양한 용도와 공정 조건에
우수한 적용성으로 점착성 부품소재의 일시적 지지체 및 점착층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이형필름 개발
▪

MLCC 적층형세라믹콘덴서(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칩바리스터, 칩인덕터 등
세라믹유전체 성형공정의 기재로 사용 중이며, ACF 이방성도전필름, DAF(Die Attached Film)와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의 기재필름으로 사용
[ 코스모신소재 이형필름 구조도 ]

* 출처 : 코스모신소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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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컴포넌트) 나노 하이브리드 박막 코팅을 이용하여 롤러블/폴더블 디스플레이용
고경도(6H 이상), 내스크래치성(steel wool 1000회 이상) 투명 보호막 형성 기술을
개발하여 안정된 롤투롤 공정을 통하여 필름폭 500mm의 필름을 생산함, 또한 디스플레이
전장부품용 나노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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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소재
 (디오) 자동차 유리의 열차단 코팅제용 나노하이브리드인더 또는 폴리실라잔계 무기바인더
제조기술 개발 및 열차단 코팅제 배합설계 기술을 통하여 가시광투과율 60% 이상, 적외선
차단율 60%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코팅 공정기술을 개발
 (대흥화학공업) 실란커플링제로 표면 개질된 Siloxane 복합체와 Organic resin을 합성하여
Cr-free 비불소계 냉연강판용 친환경 방청 코팅제를 개발하였고, 반응성 작용기를 가지는
나노 하이브리드 용액을 제조하여 공학 필름용 복합기능 코팅제를 제조함


(대림비앤코) 오염방지의 핵심원료인 무기폴리실라잔(결합력)과 유기 기능기(발수력)를
조합하여 화학적 결합을 통해 각종 오염물의 흡착 방지와 자재를 보화는 코팅기술로 욕실,
주방을 쉽고 편하게 관리하는 나노 코팅 솔루션 서비스를 실시함

 (동양에폭시) 수성 폴리우레탄 수지와 내후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기물 수지와의
하이브리드 타입의 나노 코팅제로써 금속 소재 코팅, 목재, 가구, 건물 내외벽, 주차장 및
공장 바닥재를 보호하기 위한 코팅 액으로 제품화함

◎ 에너지 소재
 (씨이엔) 공성 실리카 나노입자를 복합기능화하여 초 친유(親油)성능의 나노 윤활 기능 복원
제품인 ‘로텍스(LOTEX)’를 개발
▪ '로텍스'는 각종 오일의 윤활기능을 복원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유해가스 배출 저감과
미세먼지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제품
▪ 균일한 분포의 구형 입자의 3차원 세공을 갖는 나노 실리카를 근간으로 한 복합기능화 기술은 향후
각종 의료/바이오 치료물질 및 약품의 선택적, 지속성 전달 및 고기능성 복합소재, 항균 기능의
효율적 활용과 실리카 내부 물질의 조절된 배출 등 다양한 4차 산업의 기반 나노 소재로 활용

 (UNIST) 자가 치유 능력과 신축성을 동시에 지닌 ‘이온성 고분자 열전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
▪ 전자(electron) 대신 이온(ion)이 움직여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기고분자임에도 열전변환 효율이
높으며, 구조 내부의 물리적 가교 때문에 매우 높은 신축성을 지녔고 찢어짐과 같은 파손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음

 (KIST) 식물로부터 유래한 탄닌산(Tannin Acid)을 이용하여 난연성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
RP)을 개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시
▪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은 유기 고분자를 탄소섬유로
보강한 복합소재로, 뛰어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유기 고분자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꽃 또는 열에 취약
▪ 탄닌산으로 제작한 에폭시 수지는 난연성이 있어 별도의 첨가제가 필요하지 않아 불에 태워 CFRP를
재활용할 때 발생하던 독성물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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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연구분야
•고차단성 내후성 코팅소재, 소수면 친화형 에멀전, 열전소
재, 친환경 분리막
•반사방지막, 내오염 코팅막, 초발수/초친수 코팅, 열선차단
코팅, 실버코팅, 전자파 흡수필름

•디스플레이 하드코팅, 내부식 코팅 소재, 유무기 멤브레인

•연료전지용 촉매소재, 전자 패키징, 고분자 스탠트, 하이브
리드 반도체 소재, 기체차단막
•열교환기 초발수 코팅, 고전도성 투명전극, 전자패키지용
고방열 소재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국세라믹기술원
▪ 글래스 일체형 저온 50도이하 구동 다종 가스센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스크린프린팅법을 이용한 대면적 반사방지막 코팅유리 개발

 한국화학연구원
▪ 3D Device Printing 기반 HMI용 One-patch 소자 기술 개발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접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유연, 고경도 필름 타입 커버 윈도우 기술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열교환기 효율 향상을 위한 고온 안정 초발수 코팅 기술 개발
▪ 미세 상분리형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용 소수성 소재 대량 합성 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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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 동향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는 ’07년부터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이후 ‘15년부터 최근까지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전체의 43%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36%,
유럽은 15%, 일본은 6% 순으로 나타남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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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06년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
▪ 내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유럽과 상당히 유사

 미국은 ‘01년 급격한 출원증가 이후 특허출원이 소강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07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일본의 출원현황은 출원수가 매년 10건 이하로, 뚜렷한 증감 동향이 나타나지 않음.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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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Nucleic Acid, Provides Composition, Detecting Nucleic Acid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 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Ene
rgy Storage Device, Metallic Core, Hybrid Nanoparticles, Graphene Sheet, Feed Material, S
econdary Catalyst, Metal Oxide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에도 고효율 전지용 유무기 소재, 그래핀 등 대량합성 기술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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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Nucleic Acid, Provides Composition, Detecting Nucleic Acid, Comprise Contacting, Oligonucleotides Attac
hed Thereto, Sequence Complementary, Detectable Change, Preferably Color Change, Provides Nanomat
erials, 제조 방법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2구간(2016년~2020년)

•제조 방법, Carbon Nanotube, 탄소 나노 튜브, Mola

•제조 방법, Energy Storage Device, Carbon Nanotu

r Ratio, Carbon Fiber, 무기 나노 입자, 나노하이브리

be, Metallic Core, Hybrid Nanoparticles, Graphene

드 제조 방법, Solar Cell, Intervention Operation, Pr

Sheet,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Feed Mate

opyl Methacrylate

rial, Secondary Catalyst, Metal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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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한국의 한국전기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제 1 출원인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출원은 한국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관련 기술로 화학 및 전기전자 소재 등 기초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 출연(연)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연구기관/대학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국내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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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NANOSPHERE, INC.
 NANOSPHERE, INC.는 미국 기업으로, 핵산 처리 및 검출 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30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출원은 모두 미국에 출원한 것으로 파악
▪ 주요 특허들은 핵산 처리장치 및 핵산 검출 유닛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것으로 파악
[ NANOSPHERE, INC.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7888107
(2006.07.24)

System using
self-contained processing
module for detecting
nucleic acids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샌드위치 혼성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세싱
유체가 핵산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펌프 및 밸브 시스템에 결합된 핵산
처리 장치

US7396677
(2003.11.07)

Method of preparing
nucleic acids for
detection

소정의 표적 핵산을 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샘플을 제조하기 위한
나노입자에 부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시험
프로브를 함유하는 혼성화 유닛

US6682895
(2001.10.12)

Nanoparticles having
oligonucleotides attached
thereto and uses therefor

핵산을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부착된
하나 이상의 유형의 입자와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핵산
검출 방법

US6969761
(2001.10.12)

Nanoparticles having
oligonucleotides attached
thereto and uses therefor

핵산을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부착된
하나 이상의 유형의 입자와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핵산
검출 방법

US6645721
(2001.09.20)

Nanoparticles having
oligonucleotides attached
thereto and uses therefor

핵산을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부착된
하나 이상의 유형의 입자와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핵산
검출 방법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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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MARSH RICE UNIVERSITY
 WILLIAM MARSH RICE UNIVERSITY는 미국 대학으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관련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탄소나노튜브 하이브리드 재료, 하이브리드 나노입자 등과 관련된
특허를 미국에 출원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에 관련하여 출원을 진행한 특허 모두 미국에 출원한 것으로, 자국 내 출원
성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
[ WILLIAM MARSH RICE UNIVERSITY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403894
(2016.04.25)

Vertically aligned
carbon nanotube
arrays as electrodes

복수의 수직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 및
수직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된
금속을 포함하는 전극

US9455094
(2012.11.19)

Graphene-carbon
nanotube hybrid
materials and use as
electrodes

그래핀 필름을 기판과 결합시키고, 그래핀
필름에 촉매 및 탄소 공급원을 도포한 후,
그래핀 필름 상에 탄소 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로 제조되는
그래핀-탄소나노튜브 하이브리드 재료

US7790066
(2007.03.02)

Nanorice particles:
hybrid plasmonic
nanostructures

나노로드의 강한 국소 필드와 나노쉘의
고도로 조정가능한 플라즈몬 공명을
조합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나노입자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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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MEDICAL TECHNOLOGIES, INC.
 KEY MEDICAL TECHNOLOGIES, INC.는 미국 기업으로, 고굴절률 안과용 재료 관련 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등록특허를 8건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여 전체 출원건수 대비
등록특허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 KEY MEDICAL TECHNOLOGIES, INC.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도면

US10421830
(2015.04.13)

Nanohybrid polymers
for ophthalmic
applications

안내 렌즈, 콘택트 렌즈, 및 다른 안구
이식물의 제조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한
비교적 연질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을 수
있는 고굴절률 안과용 재료

-

US9056934
(2013.03.22)

Nanohybrid polymers
for ophthalmic
applications

안내 렌즈, 콘택트 렌즈, 및 다른 안구
이식물의 제조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한
비교적 연질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을 수
있는 고굴절률 안과용 재료

-

US8420753
(2011.10.13)

Nanohybrid polymers
for ophthalmic
applications

안내 렌즈, 콘택트 렌즈, 및 다른 안구
이식물의 제조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한
비교적 연질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을 수
있는 고굴절률 안과용 재료

-

US8048972
(2010.06.25)

Nanohybrid polymers
for ophthalmic
applications

안내 렌즈, 콘택트 렌즈, 및 다른 안구
이식물의 제조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한
비교적 연질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을 수
있는 고굴절률 안과용 재료

-

US7745555
(2007.11.19)

Nanohybrid polymers
for ophthalmic
applications

안내 렌즈, 콘택트 렌즈, 및 다른 안구
이식물의 제조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한
비교적 연질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을 수
있는 고굴절률 안과용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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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금속/이차원 나노소재 하이브리드 방열체, 나노융합 필름소재 등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35건 출원하였으며, 이 중 등록특허는 20건으로 파악
[ 한국전기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892449
(2017.11.17)

폴리이미드/세라믹졸
나노융합 필름소재 및
그 제조방법

콜로이드상의 세라믹졸 표면을 사슬형
유기실란으로 그래프트하고 이를 폴리아믹산과
혼합하여 합성된 폴리아믹산/세라믹졸
하이브리드 액상 바니쉬로부터 제조되는
기계적/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폴리이미드/세라믹졸 나노융합 필름소재

KR2116223
(2016.05.31)

금속/이차원 나노소재
하이브리드 방열체 및
그 제조방법

기판과 기판의 상부에 형성되며, 코어인 금속
및 상기 금속의 외벽을 쉘 형태로 둘러싸는
이차원 나노소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입자층을 포함하는 금속/이차원 나노소재
하이브리드 방열체

KR2130663
(2015.06.22)

금속/이차원 나노소재
하이브리드 전도막 및
그 제조방법

높은 산화도 특성을 가지는 비귀금속계 금속의
외벽에 이차원 나노소재를 합성하여
공기로부터 금속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금속/이차원 나노소재 하이브리드 전도막

KR1704593
(2015.06.12)

폴리디메틸실록산-폴리
아미드이미드계
공중합체를 이용한
세라믹졸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및
이의 제조방법

폴리디메틸실록산-폴리아미드이미드계
공중합체를 이용한 세라믹졸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방법

KR1604444
(2014.09.17)

올리고머로 표면개질된
실리카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코팅제,
수지 및 그 제조방법

올리고머로 표면개질된 실리카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코팅제 수지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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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한국의 종합 대학으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관련하여 층상 나노 하이브리드,
슈퍼캐패시터용 나노시트 복합체, 나노시트가 혼성화된 하이브리드 필름 등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8건 출원하였으며, 30건의 특허 중 등록된 특허는 25건을 보유
[ 이화여자대학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001443
(2017.11.07)

층상 나노 하이브리드,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기
촉매

서로 반대의 표면 전하를 가지는 전이
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나노시트 및 층상
이중 수산화물 나노시트가 교대로 적층된
초격자 구조를 포함하는 층상 나노
하이브리드 제조방법

KR1975445
(2017.10.31)

나노시트 복합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슈퍼캐패시터

수소 이온과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혼성화된 박리된 층상 망간산화물
나노시트 및 박리된 층상 탄화티탄
나노시트를 포함하는 나노시트 복합체,
상기 나노시트 복합체의 제조방법

KR1894780
(2017.04.07)

공혼성화 나노복합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층상 티타네이트 나노시트 혼성효과를
이용한 그래핀 지지체 및 이중층
수산화물을 함유하는 공혼성화
나노복합체, 상기 공혼성화 나노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상기
공혼성화 나노복합체의 제조 방법

KR1866865
(2017.01.25)

나노시트 혼성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수소 발생
반응용 촉매

박리화된 제 1 금속 칼코겐화물 나노시트
사이에 소량의 박리화된 제 2 금속
산화물 나노시트가 삽입되어
혼성화됨으로써, 제 1 금속 칼코겐화물
나노시트의 재적층이 방지되고,
활성자리가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나노시트 혼성체 제조방법

KR1818481
(2015.10.23)

녹조 제거용 부유성
필름, 및 폐수 정화용
부유성 필름

제 1 측면은 그래핀 필름 또는 그래핀
필름에 금속 산화물 나노시트 또는 금속
수산화물 나노시트가 혼성화된
하이브리드 필름을 포함하는, 녹조
제거용 부유성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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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은 한국의 화학산업분야 연구기관으로, 탄소나노튜브-그래핀 하이브리드 투명
전극, 결정성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흡착제, 다공성 나노혼성 복합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10건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진행한 10건의 특허 모두 등록된 것으로 파악. 즉, 출원 건수
대비 많은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화학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808554
(2017.03.02)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이의
제조 방법

메조기공 층상 나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이산화탄소 흡착제의 제조 방법

KR1898215
(2016.12.30)

세포 관찰이 가능한
탄소나노튜브-그래핀
하이브리드 투명 전극,
이의 제조방법 및 용도

세포가 잘 달라붙을 수 있어서 세포의
미세한 전기신호를 고감도로 측정할 수
있는 넓은 친수성 표면적과 우수한
전자전달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세포의
관찰이 가능한 투명 탄소 전극

KR1888597
(2016.12.19)

알칼리금속이 도핑된
칼코지나이드계
은나노입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광센서

알칼리금속으로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코지나이드계 은나노입자를
포함하는 그래핀-나노입자 하이브리드
구조체에 기반한 광센서

KR2090173
(2016.06.15)

결정성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흡착제의
올레핀 및 아세틸렌 함유
혼합기체의 분리 정제 방법

압력순환흡착법으로 수행되는 흡착장치
및 불포화 금속 자리를 갖는 Cr(III)계
결정성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를 함유한
흡착제를 사용하여
에탄/에틸렌/아세틸렌 또는 아세틸렌
함유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KR1639381
(2015.05.29)

다공성 나노혼성 복합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다공성 나노혼성 복합체, 다공성
나노혼성 복합체의 제조 방법 및 다공성
나노혼성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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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
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14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36으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주요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한국전기연구원(한국)

35

4.5%

0.04

1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

30

3.8%

0.08

2

NANOSPHERE, INC.(미국)

30

3.8%

0.12

3

한국화학연구원(한국)

12

1.5%

0.14

4

한국과학기술원(한국)

11

1.4%

0.15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

10

1.3%

0.16

6

9

1.1%

0.17

7

9

1.1%

0.19

8

8

1.0%

0.20

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

8

1.0%

0.21

10

전체

785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127

35.7%

0.36

대기업

22

6.2%

연구기관/대학

207

58.1%

전체

356

100%

WILLIAM MARSH RICE
UNIVERSITY(미국)
KEY MEDICAL
TECHNOLOGIES, INC.(미국)
NANOTEK INSTRUMENTS,
INC.(미국)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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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소송 현황분석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관련 특허소송 이력은 검색되지 않음
▪ 따라서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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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409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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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15)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carbon, nanotube,
nanostructure, hybrid, •Method of preparing micro/nano hybrid woven fabric s
클러스터
film, embodied, surface, urfaces for oil-oil filtration or oil-water filtration
01
form, disclosure,
•Hollow nanoparticles with hybrid double layers
graphene
•Carbon nanotube-graphene hybrid transparent conducto
hybrid, film, layer,
r and field effect transistor
클러스터 metal, form, nanowire,
•Metallic compound hybridized nanophosphor layer, appl
02
oxid, graphene,
ications thereof, and method of preparing a metallic co
substrate, conduct
mpound hybridized nanophosphor layer
material, hybrid, form, •Ac-driven light emitting device having single active laye
클러스터 component, structure,
r structure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03
particle, nanowire,
•Crown restoration material
metal, organ, nohm
•Novel dendritic polymer- functionalized nanostructured
material, nanoparticle,
carbon-based materials with antibacterial properties and
hybrid, comprise,
their effect in photosynthetic process
클러스터
surface, form, invent,
04
•Additive manufactured thermoplastic-nanocomposite alu
structure, polymer,
minum hybrid rocket fuel grain and method of manufa
matrix
acid, nucleic,
nanoparticle, invent,
클러스터
comprise,
05
oligonucleotide, detect,
sequence, conjugate,
attach
hybrid, compound,
클러스터 inorganic, methacrylic,
06
alkoxide, acryl, propyl,
organ, water

요소기술 후보

-

-

-

나노 하이브리드
CNT 제조 기술

cturing same
•Method of detecting nucleic acids with amplified signal
using nanoparticles
•Nanoparticles having oligonucleotides attached thereto

전도성 나노소재
대량합성 기술

and uses therefor
•Antibacterial hybrid layer operating against pathogenic
bacterial strains, particularly against the bacterial strain
mrsa, and a method for its preparation

-

•Hybrid composite nanomaterials
•Ultrafine nanoparticles with functionalised polyorganosil

hybrid, invent, relate,
oxane matrix and including metal complexes for use in
클러스터
target, nanoparticle,
07
material, sample, detect, diagnostic imaging and/or therapy
fluid, process
•Sers nanotag assays
•Semiconductor nanocrystal quantum dots and metallic
nanotube, structure,
nanocrystals as uv blockers and colorants for suncreens
composite, hybrid,
and/or sunless tanning compositions
클러스터
invent, electron,
08
•Nanoscale wires, nanoscale wire fet devices, and nanot
quantum, material,
ube-electronic hybrid devices for sensing and other appl
electric, layer
ications
•A carbon nanotube hybrid system using carbide-derived
carbon, catalyst, hybrid,
carbon, a method of making the same, an electron em
nanotube, solution,
클러스터
itter comprising the same, and an electron emission de
prepare, surface,
09
composite, invent,
vice comprising the electron emitter
material
•Nanospike hybrid carbon black

-

-

나노 하이브리드
CNT 제조 기술

15)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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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관련 특허에서 총 10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B82B)
개별단위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또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그의 취급
또는 제조
(C01B)
비금속 원소; 그 화합물
(C12Q)
효소 또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또는
시험방법
(G01N)
재료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의 검출에
의한 재료의 조사 또는
분석
(H01B)
케이블; 도체; 절연체;
도전성, 절연성 또는
유전성 특성에 대한
재료의 선택

(메인그룹) 내용

요소기술 후보

•(B82B-003) 개별 원자 또는 분자의 조작 또는 개별 단위로
서 원자 또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에 의한 나노 구조의 제조

-

또는 처리

•(C01B-031) 탄소; 그 화합물
•(C12Q-001) 효소 또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또는 시험방
법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
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또는 분석
•(G01N-027) 전기적, 전기화학적 또는 자기적 수단의 이용
에 의한 재료의 조사 또는 분석
•(H01B-001) 도전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도체 또는 도전물체;
도체로서의 재료의 선택

-

-

-

-

•(H01L-051) 능동 부분으로서 유기 재료를 이용하거나 능동
부분으로서 유기 재료와 다른 재료와의 조합을 이용하는 고 초전력 반도체용 나노소자 제조
기술
체 장치; 그들 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
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치
•(H01L-021) 반도체 장치 또는 고체 장치 또는 그러한 부품
(H01L)
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는 장비
반도체 장치;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전기적 고체 •(H01L-031) 적외선 복사, 가시광, 단파장의 전자기파, 또는
입자 복사에 감응하는 반도체 장치로, 이들 복사에 의한 에
장치
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이들 복사에 의해 전기
적 에너지를 제어하는 것에 특별히 적용되는 것; 그들 장치

-

-

또는 그 부품의 제조 또는 처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법 또
(H01M)
화학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직접 변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
예.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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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치; 그들 세부

•(H01M-004) 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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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스마트 윈도우 코팅용 나노 소재 합성기술

전문가추천

나노 하이브리드 CNT 제조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Quantum Dot 대량합성 및 인쇄기술

전문가추천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소재

전문가추천

전도성 나노소재 대량합성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비불소계 내오염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전문가추천

고효율 전지용 유무기 소재

전문가추천

스마트 나노 센서용 나노 소재

전문가추천

초전력 반도체용 나노소자 제조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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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표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 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문가 추천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
중복성 검토
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구축 개시
핵심기술 보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선정

나. 핵심기술 리스트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스마트 윈도우 코팅용 나노 소재
합성기술

고효율 전지용 유무기 소재

비불소계 내오염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Quantum Dot 대량합성 및 인쇄기술

전도성 나노소재 대량합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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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기, 광, 열 등에 반응하는 변색소재와 코팅용액 합성 기술

•고효율 전지용 전극/분리막/센서 유무기 소재 제조 기술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고내구성 발수 코팅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의 고연색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QD 합성 기술

•투명 전도성 코팅을 위한 나노소재 대량향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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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낮은 국산화 소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필요
 중소기업은 국내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특허 확보 및 국산화 소재 개발
 제품의 다양한 사용환경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소재 및 코팅 기술 개발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스마트 전자 디바이스의 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성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의 상용화
2021년

2022년

2023년

최종 목표

스마트 윈도우
코팅용 나노
소재 합성기술

스마트 윈도우용
코팅제 및 대면적
코팅기술 개발

고효율 전지용
유무기 소재

전지 효율향상을
위한 유무기 소재
개발

비불소계
내오염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비불소계 나노
하이브리드 용액합성
및 코팅제 제조기술

Quantum Dot
대량합성 및
인쇄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친환경 QD소재 및
인쇄기술

전도성
나노소재
대량합성 기술

나노 하이브리드
전도성 소재 합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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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스마트
윈도우
코팅용 나노
소재
합성기술

연차별 개발목표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변색소재 합성
및 코팅기술
개발

유무기 나노
변색소재 합성
기술

변색소재와
바인더가
결합된 코팅제
제조기술

스마트윈도우
대면적
코팅기술

스마트윈도우용
코팅제 및 대면적
코팅기술 개발

기술혁신

고효율
전지용
유무기 소재

고효율 전극 및
분리막 소재
개발

고효율
양극/음극
전극소재 개발

고효율 전해질
분리막
제조기술

고안전성
전지용 센서
개발기술

전지 효율향상을
위한 유무기 소재
개발

창업형

비불소계
내오염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비불소계 발수성
용액 합성 기술

비불소계
전구체 합성
기술

전구체간 합성
및 반응성에
따른 특성제어
기술

비불소계
코팅액 안전성
제어 기술

비불소계 나노
하이브리드
용액합성 및 코팅제
제조기술

상용화

Quantum
Dot
대량합성 및
인쇄기술

친환경 QD소재
합성 및
인쇄기술

친환경
QD소재 합성
기술

친환경
QD소재 대량
합성 기술

대면적 QD
인쇄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친환경 QD소재 및
인쇄기술

기술혁신

전도성
나노소재
대량합성
기술

고내구성 전도성
나노소재 합성
기술

나노
하이브리드
전도성 소재
합성기술

전도성 소재
분산 및
코팅액
제조기술

전도성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대량합성
기술

나노 하이브리드
전도성 소재 합성
기술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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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3D 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3D 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정의 및 범위
▪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積層)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3D프린팅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소재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3D 프린터용 분말 소재 시장은 2018년 •3D 프린팅 기술적용을 통한 세라믹의 새로운 물성 및
2,060만 달러 규모에서 2024년 1억 1,930만 달러
기능발현 가능성과 신규 적용 가능 분야가 다양하게
규모로 성장 전망
제시되면서 세라믹 3D 프린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심 형성
•(국내) 국내 3D프린팅 소재 시장 규모는 2018년
396억 원에서 2024년 1,251억 원 규모로 연평균 •세계적으로도 시장경쟁 초기 단계이지만 지대한 산업적
21.1% 성장 예상
파급효과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산업화 수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3D프린터를 ‘중기 간 경쟁
3D 프린팅 기술은 고분자와 금속재료용으로는 많은
제품’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3D프린팅 소제조기업의
발전이 되어 왔음
기술개발과 성장을 도모
•세라믹 3D 프린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분야로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높은 녹는점, 탈지 및 소결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육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
진행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형상화 기술

•(해외)
Lithoz

Argilasys,

Unfold,

NEXT21,

Prodways,

•3차원 조형 후 후처리 공정기술

•(정부연구개발기관) 재료연구소
•(중소기업)
바이오알파

캐리마,

일루미네이드,

•세라믹 원료 소재의 전처리 공정 기술

시지바이오,

•세라믹 3차원 구조체의 최종제품화를 위한 물성향상 및
신뢰성 확보 기술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생태계 취약 전략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해외 기업 주도 기술의 국내 산업 맞춤형 국산화와 더불어 신뢰성/친환경성/양산성/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국내 주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
➜ 국내 주력산업 어플리케이션 연계 및 노력 지속
➜ 산·학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기술 검증으로 국내시장 개척 및 선점 필요
생태계 강화방안
➜ 향후 3D 프린팅 기술 응용을 위해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체내 적용의 무해성 검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활용 사례를 늘려나가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
➜ SLA 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정밀하고 제작속도가 빠르고 표면 조도도 우수하여 복잡하거나
섬세한 물건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만 레진 가격이 높고 원료와 색상이 제한적인 단점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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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積層)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3D프린팅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소재
▪ 3D프린팅 소재는 폴리머, 금속, 세라믹, 그리고. 복합소재로 구분 가능하며 적층기구와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
▪ 세라믹 소재는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을 분말, 슬러리, 판재 (테이프) 형태로 사용됨
▪ 3D 프린팅을 위한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분말 형태의 원료가 이용되는데 이때 최종산물의 물성
제어를 위해 분말입자의 조건 및 슬러리 상태 등의 전처리 단계가 중요
- 또한, 소결을 포함한 후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피수축과 내부구조 변화 등 다양한 조건이 사전에
면밀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라믹 소재맞춤형 전·후처리 공정개발이 필수적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로 표준화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서 2차원 패턴의
소재를 적층 가공해 3차원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의 원 소재로 세라믹 소재 중심
▪ 세라믹(Ceramics)은 ‘불에 구워 만든 흙’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은 ‘비금속 무기물에 열을
가하여 만든 제품’을 통칭
- 도자기, 유리, 시멘트, 내화물, 타일 등을 아우르는 전통세라믹과 고순도로 정제된 광물 및
합성원료로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첨단세라믹으로 대별되며, 광·전자세라믹, 구조세라믹,
에너지·환경세라믹 및 바이오세라믹 등이 이에 속함

(2) 필요성
 세라믹 제품 생산성 제약으로 금속, 고분자, 복합물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
▪ 우주항공,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바이오 구조물 등은 세라믹 부품 및 제품 사용 시 획기적인
성능향상 혹은 기능성 부여가 기대되지만, 세라믹 제품 생산성 제약으로 금속, 고분자, 복합물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 기존의 세라믹 제품생산 기술로는 높은 공정 비용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세라믹 재료 적용 제약이
심한반면,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의 세라믹 제품 제조를 가능하게 함
- 공정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금속재료들을 세라믹 재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획기적인 성능향상,
새로운 기능부여 및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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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무기재료를 통칭하는 세라믹 소재는 경질성, 내마모성, 내식성, 내열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고유의 단점인 취성과 결부되어 긴 공정 시간 및 높은 가공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극복 기술 필요
▪ 세라믹 제품 공정에서 가공비용은 심한 경우 세라믹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여 복잡형상 세라믹 제품의 산업적 제조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세라믹
소재의 적용 분야를 한정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산업화 수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 되고있는 3D 프린팅 (ASTM 용어로는 적층 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AM))기술은 고분자와 금속재료용으로는 많은 발전이 되어 왔으나,
세라믹 3D 프린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딤
▪ 높은 녹는점, 탈지 및 소결 과정의 필요성 등이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발전을 더디게 해 왔던 주된
요인이나, 최근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음

 세라믹은 타 소재에비해 3D 프린팅된 3차원 구조체가 최종 제품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3차원
조형 후 탈지와 소결이라는 후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의 크기와 기계적 물성 등 최종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세라믹 원료소재의 면밀한 전처리 공정 필요
▪ 일반적인 세라믹 제조공정은 분말형상의 세라믹을 바인더 등과 혼합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한 후
탈지 및 소결공정을 통한 치밀화 과정을 거침
- 이때 원료분말의 선택과 탈지 및 소결조건은 최종 제품의 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제어가 매우 중요함
▪

소결 후의 세라믹은 경질성과 취성으로 인하여 복잡·다양한 형상가공에 제약이 많으므로
세라믹제품의 형상제어는 소결 전 혹은 가소결단계에서 다양한 성형법과 가공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짐

- 많은 경우 특정 모양의 성형틀 (금형)을 필요로 하므로 공정단계가 길어지고, 금형제작법의 한계에
따른 복잡한 3차원 형상 구현과 제어에는 극명한 한계가 있음
▪ 세라믹은 3D 프린팅 된 3차원 구조체의 부피수축과 결함 등을 극복하여야 하는 최종 제품의
신뢰성 확보 3D 프린팅 기술 외에 세라믹 소재공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각종 3D 프린팅 시스템
원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라믹 원료소재의 면밀한 전처리 공정도 중요함
[ 일반적인 세라믹 제조공정과 세라믹 3D 프린팅 공정 비교]

*출처: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현황과 육성 전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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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가치사슬
 (가치사슬) 향후 제조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산업 분야로 수요 산업군에 따라
맞춤형 소재 개발 요구
 (후방산업) 3D프린팅 소재, 3D프린팅 공정장비, 모델생성 프로그램과 장비를 후방산업으로 함
▪ 3D프린팅 소재는 적층기구에 따라서 액상, 고상, 혼상의 형태로 구분되며 장비 연계시장과 오픈
소스 개발 시장으로 구분
▪ 3D프린팅 소재는 소재별로 차이를 보이나 기존 산업에 검증된 소재를 이용하여 3D프린팅에 최적화
하는 단계에서 제품특성 중심으로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단계로 전환
▪ 세라믹기지 복합소재는 세라믹-세라믹, 세라믹-탄소, 세라믹-금속 복합소재 등으로 구분되며, 세라믹
소재를 함유하는 고기능성, 감성, 창의형 폴리머 복합소재 기술, 다층구조 복합소재 기술, 고기능성
복합소재가 개발되고 있음
▪ 3D프린트용 세라믹 분말 소재는 수요 산업군에 따라 맞춤형 소재 개발이 요구됨

 (전방산업) 장신구, 항공우주, 금형, 건축, 문화, 의료, 바이오 구조물 등 다양한 제품시장을
전방산업으로 함
▪ 세라믹 3D프린팅 산업과 관련 소재 산업은 기타 일반 소비재에 대응하는 3D프린팅 산업과 달리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에 직접 연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향후 제조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산업
▪ 수요산업군은 의료, 항공우주, 플랜트, 국방, 수송, 스포츠/레저, 문화, 바이오 구조물 등으로 다양함

[ 3D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분야 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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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

3D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분야

전방산업

소재산업, 프로그램산업, 장비산업

세라믹, 도자기류, 제품 제조산업,
서비스공급 (엔지니어링)

수송기계, 전기전자, 모바일,
일반산업기계, 군수,
스포츠/레저, 문화, 바이오 구조물

3D 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2) 용도별 분류
 세라믹 소재 관점에서의 3D 프린팅 기술 분류
▪ 출력 방식 (장비) 기술 분류를 할 때는, 재료의 공급방식, 재료의 결합 방식, 공급하는 에너지의
종류 및 세기로 분류
- ASTM F2792-12a 및 ISO TC261의 3D 프린팅 방식은 광중합 방식 (Photo polymerization,
PP), 재료 압출 방식 (Material Extrusion, ME), 접착제 분사 방식 (Binder Jetting, BJ), 재료분사
방식 (Material Jetting, MJ), 고에너지 직접 조사 방식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분말
적층 용융 방식 (Powder Bed Fusion, PBF), 쉬트 적층 방식 (Sheet Lamination, SL)으로 분류
[ ASTM F2792-12a 및 ISO TC261의 3D 프린팅 방식 분류 (세라믹 소재 관점) ]

명 칭

원 리

광중합 방식
(Photo polymerization, PP)

광경화 소재 혹은 광경화 소재가 포함된 복합물에
UV 혹은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을 조사하여, 선택
적으로 고형화시키는 방식

재료 압출 방식
(Material Extrusion, ME)

고온 가열 혹은 에너지를 가하여 흐름성이 확보된
재료를,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밀어내
면서 원하는 3차원 위치에 도포하여 구조물을 형성

접착제 분사 방식
(Binder Jetting, BJ)

분말 형태의 소재 위에 액체형태의 접착제를 토출
시켜, 분말끼리의 결합을 유도, 3차원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방식

재료분사 방식
(Material Jetting, MJ)

용액 형태의 소재 자체를 제팅으로 토출시키고,
자외선 등을 이용하여 고형화 시키는 방식

고에너지 직접 조사 방식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레이저, 전자빔 등 고에너지원으로 원소재를 녹여
부착시키는 방식

분말 적층 용융 방식
(Powder Bed Fusion, PBF)

분말 형태의 소재 위에, 레이저나 전자빔 등을
주사하여 선택적으로 용융 및 경화를 일으켜 3차원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식

쉬트 적층방식
(Sheet Lamination, SL)

얇은 필름 형태의 재료를 열, 접착제 등으로 붙여
가며 (laminating) 적층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3차
원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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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소재의 난 성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기술적용으로 구분하여 구조 세라믹, 기능
세라믹(전자세라믹, 에너지 세라믹, 환경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 등으로 분류
▪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과 고분자 혹은 금속을 이용한 3차원 성형체 제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우 3차원 조형 후 탈지, 소결, 치밀화를 포함한 “후 공정”을 반드시 필요로 함
-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원료분말선택에서부터 소결조건까지 전 공정에서
열처리에 의한 3차원 구조체의 부피 수축 및 변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세라믹 소재의 3D프린팅 기술적용 예 ]

3D 프린팅 방법

BJ

PBF

PP

ME

원료 형태

세라믹 분말 +
바인더

세라믹 분말
베드

세라믹 분말 +
광경화 수지

세라믹 분말 +
열가소성
수지, 세라믹
페이스트

ZrO2, Al2O3,
Al2O3-SiO2,
TiC-Al2O3, SiC

Al2O3, Al2O3-ZrO2,
Al2O3-SiO2, SiO2,
TiO2, SiC,
Al2O3/SiO2/Mullite/
ZrSiO4

ZrB2, Al2O3,
Mullite, SiC,
ZrO2, WC-ZrO2,
ZrC, Al2O3-ZrO2

PZT,
Fe2O3/Fe(C2O4),
2H2OBi(VxNb1-x)O4,
SiCN

BaTiO3, PZT, PMN,
LeFePO4, Li4Ti5O12,
BaZrO3, SrTiO3,
BaMn2Al10O19,
ITO, ZnO,
La(Mg0.5To0.5)O3,
Zn0.8Sn0.2TiO4

HA, HA-Al2O3, TCP

Al2O3, HA, TCP,
Porcelain,
Bioglasses, HA-TCP

구조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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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O2, Al2O3,
Ti3SiC2,
Si3N4, TiC-TiO2, SiC

기능 세라믹
(전자, 에너지, 환경)

BaTiO3, PZT, TiO2,
LSMO/YBCO

PZT, BaTiO3

바이오 세라믹

HA, TCP, TTCP,
MgP, Bioglass,
ZrO2

HA-Mullite,
HA-wollastonite,
Peek-HA, HAPA,
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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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 초기 단계
 3D 프린팅 기술적용을 통한 세라믹의 새로운 물성 및 기능발현 가능성과 신규 적용 가능
분야가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세라믹 3D 프린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심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제조 산업생태계와 상이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어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
 바이오 세라믹 3D 프린팅 산업은 뼈와 가장 친화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시장경쟁 초기 단계이지만 지대한 산업적 파급효과
▪ 현재 국내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상시험과 기술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 3D 프린팅 제작물 임상 적용은 의료법 규제심의 통과가 매우 까다롭고 의사의 관심도가 낮아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례가 R&D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향후 3D 프린팅 기술 응용을 위해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체내 적용의 무해성 검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활용 사례를 늘려나가기 위해 정부 지원이 매우 시급함
▪ 바이오 세라믹은 본질적으로 세라믹 소재의 고유 특성상 탈지나 소결 등 후 공정이 필요하며 이때
발생되는 3차원적 수축의 정밀한 계산과 결함 방지를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함
▪ 세라믹 3D 프린팅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고효율을 갖는 복잡, 맞춤형 세라믹 제품 제작을 가능케
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신산업들인 스마트 자동차, 로봇, 항공 우주, 첨단 바이오 등에
활발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는 세라믹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
[ 광중합 방식 (PP) 3D 프린터, (좌) SLA 방식, (하) DLP 방식 ]

*출처: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 개발 동향, 세라미스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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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 3D 프린팅 산업16)
 의료기기, 항공기, 소비재 등에서 3D 프린팅의 사용이 한층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특히 의료 산업을 항공우주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잠재력 가치가 큰
산업으로 선정17)
▪ 특히 8대 의료용 3D 프린팅 관련 기술을 주목
- 치과용 기기를 위한 3D 프린팅, 수술계획용 인체 해부 모델, 3D 바이오프린팅 기반 인체조직,
의료기기를 위한 3D 프린팅, 생명과학 연구개발을 위한 3D 바이오프린팅, 3D 프린팅 기반 수술용
임플란트, 3D 프린팅 기반 약물, 3D 바이오프린팅 기반 장기 이식 등을 포함

 (시뮬레이터/수술 가이드) 인체 장기 및 해부 모델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수술 가이드는
임상 치료 및 의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제조 비용이 높고, 제작 시간이 길며, 환자 사이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의료기기
제조공정과 달리, 3D 프린팅은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의료 모델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

 (맞춤형 의료보형물) 치과 및 정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보형물은 의료용 3D
프린팅 적용에서 가장 큰 시장성이 기대되는 분야
▪ 기존 기술로 제작된 금속 임플란트는 뼈보다 더 큰강성(stiffness)으로 인해 결국 뼈를 손상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반해 3D 프린팅 기술은 구조 및 형상 최적화를 통해 강성이 조절된
경량의 맞춤형 임플란트를 제공
▪ 3D 프린팅 기반 의료보형물은 생체 적합한 비분해성 재료인 금속, 세라믹 등으로 제작되며
환자맞춤형 임플란트, 인공관절, 치과 보철물, 보형물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

 (조직 재생용 지지체) 조직재생용 지지체는 손상된 인체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조직공학의
주요 분야로 체내에서 활용되기에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이 요구
▪ 조직 재생은 다양한 분자, 세포, 생화학적 및 기계적 인자가 포함되기에 복잡하여 적절한 모양, 기공
크기, 다공성, 분해성, 생체적합성, 기계적 특성 및 바람직한 세포 반응을 가진 다공성 조직 재생용
지지체가 필요

 (바이오프린팅) 3D 바이오프린팅은 세포가 포함된 바이오 잉크를 3D 디지털 모델에서
기능적 조직 구조와 기관으로 제작하는 과정
▪ 자동화 구축이 용이하고, 고정밀의 조직/ 장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많은 기하학적 자유도 및
제어인자(기공 크기, 다공성, 상호 연결성)를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단백질, DNA,약물 등)를
프린팅하는 것이 가능
▪ 이를 통해, 3D 바이오프린팅은 복잡하고 정교한 생체 모방 조직 구조를 제조할 수 있고, 질병
모델링, 신약 발견 및 테스트, 고 처리량 스크리닝, 재생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16) 의료용 3D 프린팅 기술 동향, BRIC, 이동진(2020)
17) Gartner Predict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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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분야 3D 프린팅 산업18)
 내열성, 내마모성이 중요시되는 기계부품용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도 활발히 연구개발이 진행
▪ 자동차 부품 같은 대형 파트를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SLA 방식(Stereo Lithography
Apparatus)은 레진(Resin)이라 부르는 액상 형태의 광경화성수지에 UV레이저를 쏴서 한 번에 한 층씩
굳혀가는 적층형 조형 기법
- SLA 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정밀하고 제작속도가 빠르고 표면 조도도 우수하여 복잡하거나 섬세한
물건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만 레진 가격이 높고 원료와 색상이 제한적인 것이 단점으로 꼽힘

 자동차 산업에서 3D 프린팅은 포드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용도가 확대 되는 중
▪ 초기 3D프린팅 기술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출력물들은 디자인 검증 용도로 활용된 반면,
기술개발에 따라 점차 활용범위가 확대
▪ 시제품·지그·부속품 생산 등 제품 생산 영역까지 3D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 확대에
힘입어 2016년 세계 3D프린팅 시장 내 자동차산업의 비중은 14.8%를 기록, 산업기계, 우주 항공
다음의 비중을 차지
▪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3D프린팅 기술 관련 투자 및 유관기관·기업들과의 협업, 자체적인 R&D를
지속하며 실제 부품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진입
▪ (폭스바겐) 2018년 첨단 3D프린팅 센터(Advanced 3D Printing Center)를 개설했으며 시제품 및
금형 제작에 바인더 젯 3D프린팅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 2022~23년 정도에는 매년 10만 개
이상의 End-use단의 제품 제작이 진행될 전망
[ 폭스바겐의 3D프린팅 지그 및 고정구 ]

*출처: Ultimaker

18) 자동차산업의 3D프린팅 활용현황, NIP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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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세계 3D프린터 시장은 2018년 92.1억 달러에서 이후 연평균성장률 24.8%로 고성장하여
2024년에는 348.1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3D프린터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이 각각 36.0%, 11.2%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이 3, 4위를 나타냄
[ 세계 3D프린터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억 달러)

*출처: 3D프린터 공정, 한국IR협의회, 2019

[ 3D프린터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9.2

11.7

14.9

18.1

24.3

27.3

34.8

24.8

* 출처 : 3D프린터 공정, 한국IR협의회, 2019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추정

 3D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시장은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등의 3D
프린터용 분말 소재 시장은 2018년 2,060만 달러 규모에서 2024년 1억 1,93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3D프린팅 세라믹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20.6

27.6

37.0

49.6

66.4

89.0

119.3

34.0

* 출처 : 3D Printing Ceramics Market Size, Grandviewresearch, 2019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추정

▪ 리서치 업체 canalys는 2018년 3D 프린터 단말 및 관련 서비스와 소재 등의 규모가 16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3년 18억 달러 수준이었던 관련 서비스 및 소재 시장은
2018년 108억 달러로, 연평균성장률(CAGR)은 43.8%로 증가하는 것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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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3D프린터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18년 4,052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
[ 3D프린터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4,052

4,733

5,528

6,457

7,541

8,807

10,287

16.8

* 출처 : 2017 3D프린팅 산업실태 및 동향조사, '16년~'17년 성장률을 기준으로. '18년.이후 추정

 국내 3D프린팅 소재 시장 규모는 2018년 396억 원에서 2024년 1,251억 원 규모로 연평균
21.1% 성장 예상
[ 3D프린팅 소재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396

480

582

704

853

1,033

1,251

21.1

* 출처 : 2017 3D프린팅 산업실태 및 동향조사, '16년~'17년 성장률을 기준으로. '18년.이후 추정

[ 3D프린팅 분야별 국내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원, %)

*출처: NIPA 2017 3D프린팅 산업실태 및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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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은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기술국
대비 74.6%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2.0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0.7%, 기술격차는 2.2년으로 평가
▪ EU(90.6%)>일본(81.7%)>한국(74.6)>중국(70.9%)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19)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은 8.43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전반적 기술 동향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은 세라믹 원료소재의 면밀한 전처리 공정과 3차원 조형 후 탈지와
소결이라는 후처리 공정의 기술이 필요
▪ 세라믹 제품의 형상제어는 성형체의 부피수축을 유발하는 소결 전 혹은 가소결 단계에서 다양한
성형법과 가공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정 모양의 성형틀 (금형)을 필요로 하므로 공정단계 및
복잡한 3차원 형상 구현과 제어의 기술이 필요함
▪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은 겨우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3D 프린팅
원리를 이용하여 구조세라믹과 기능 및 바이오세라믹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옴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기술에 요구되는 특성
▪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기술에는 경도/내구성, 열저항, 마감, 화학적 안정성, 생물학적 불활성
등의 특성을 요구하며 우주 항공, 수송기기, 디자인, 덴탈, 피규어, micro-processing, 전자, 기기,
센서, 쥬얼리, 디자인, 의료기기, 덴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개발

[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기술에 요구되는 특성 ]
특 성
경도/내구성
열저항
마감
화학적 안정성,
생물학적 불활성

요구
오래 지속하는 결정구조
스크래치에 견디는 표면
극단적인 열 및 빠른 열 변화에
견디는 특성
전문적이고 반짝이는 고품질의 마감
피부 접촉 및 식립 후에 알러지 반응
및 독성이 없는 특성

연관산업
우주 항공/수송기기/디자인/덴탈/피규어
micro-processing/전자/우주 항공/수송
기기/센서/절연
쥬얼리. 디자인, 치아, 프로토타입
쥬얼리/의료기기/덴탈/센서

19)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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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 방식별 기술 동향
 세라믹 소재를 적용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일반적으로 분말 프린팅이라 알려진 접착제
분사방식(binder jetting, BJ), 열가소성 수지를 용융시켜 적층하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과 페이스트를 밀어내 적층하는 PED (paste extruding deposition)로 대표되는
재료 압출방식(material extrusion, ME), 그리고 SLA(stereolithography) 혹은 DLP(disital
light processing)로 통칭되는 광중합방식(photo polymerization, PP)이 세라믹 프린팅
기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광중합 방식 (PP)
▪ 광경화 소재 혹은 광경화 소재가 포함된 복합물에 UV 혹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3차원 형상을 제조하는 방식
▪ 조사되는 형태는 coherency가 확보된 레이저 조사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일반 광원에 디지털
포토마스크가 적용된 형태의 DLP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음
▪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를 SLA (Stereo Lithography) 방식으로, DLP를 사용하는 경우를 DLP
방식으로 세분화함

 재료압출 방식 (ME)
▪ 고온 혹은 에너지를 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또는 에너지를 가하지 않더라도 흐름성이 확보된 재료를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밀어내면서 원하는 위치에 도포, 3차원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식
▪ 세라믹 재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가소성 수지에 세라믹 분말을 혼합한 필라멘트를 이용하여야
하며, 세라믹 충진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 Filament를 이용하지 않고, 세라믹 페이스트나 preceramic 페이스트를 이용하는 경우, 충진률을 높일 수 있음

 접착제 분사방식 (BJ)
▪ 분말 형태의 소재 위에 액체형태의 접착제를 토출시켜, 분말사이의 결합을 유도, 3차원 구조물을
형성 시키는 방식
▪ 알루미나 분말에 콜로이달 실리카 바인더를 혼합한 접찹제를 분사하여 3차원 형상을 구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큰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현존하는 3D 프린터 방식 중 가장 저렴한 비용에 Color 구현이 가능한데, 이는 분사하는 접착제의
색으로 조절 가능함
▪ 치밀체 제작 보다는, 사형금형 몰드, 도자기, 의료기기 등의 다공체 제작에 상대적으로 용이함

 재료분사 방식 (MJ)
▪ 용액 형태의 소재 자체를 Jetting 토출시키고, 자외선 등을 이용하여 고형화시키는 방식
▪ 세라믹을 포함할 경우, 점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광경화 수지와 세라믹 입자가 혼합된 페이스트를
노즐에 jetting 시키는 형태로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입자의 입도 선택 및 공정제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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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너지 직접 조사 방식 (DED)
▪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재료를 레이저, 전자빔 등 고 에너지원으로 원 소재를 녹여 부착시키는 방식
▪ 금속 소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라믹에는 전자빔을 적용한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음

 분말적층 용융 방식 (PBF)
▪ 분말을 담은 분말 베드에 레이저, 전자빔 등 고 에너지 소스를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분말재료의
선택적 용융-고화 현상의 반복으로 3차원 형상을 제작함
▪ 출력속도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용융을 발생시키기 힘든 원천적 단점이 있어, 분말 간 결합력
강화가 기술적 숙제로 남아 있으며, 초고온 소결 등 후처리를 통해 출력물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됨

 쉬트 적층 방식 (SL)
▪ 쉬트나 필름형태의 재료를 한 장씩 적층하고, 레이저 커터로 각 층을 재단하여 3차원 형상을 완성함
▪ 세라믹에 적용하는 경우, 테이프 캐스팅으로 제조된 세라믹 혹은 preceramic 필름을 적층 및 조형함
[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비교 ]
3D 프린팅 기술
(ASTM)

소재형태

Binder Jetting (BJ)
분말 모재 위에 액상의 3DP
접착제를 토출시켜 결합시킴
Material Extrusion (ME)
고온 가열한 재료 혹은 적정
점도의 슬러리를 노즐을 통해
압력으로 연속하여 밀어내며
위치를 이동시켜 형상 제조
Photo Polymerization (PP)
빛에 의해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소재를 이용, 선택적으로
고형화하는 방식

세라믹 파우더 베드와
저점도 바인더

세라믹 입자를
포함한 열 가소성
수지 세라믹 입자를
포함한 슬러리

세라믹 입자를 포함한
광경화성 수지

Powder Bed Fusion (PBF)
분말 모재 위에 고에너지빔 (레
이저나 전자빔 등)을 조사하여
선택적으로 모재를 결합시킴

바인더를 포함한
세라믹 파우더 베드,
세라믹 파우더 베드

Sheet Lamination
얇은 필름 형태의 재료를 열,
접착제 등으로 붙여가며 적층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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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O) / 단점(X)
○ 다양한 소재 적용 가능
○ 저온 공정
X 낮은 기계적 물성 (저밀도)
X 고비용
X 높은 표면조도
○ 저비용
○ 불필요한 소재소모 없음
X 낮은 기계적 물성(저밀도)
X 낮은 분해능
X 프린팅 막힘 현상
○ 높은 정밀도
○ 고강도 (고밀도)
○ 매끈한 표현
X 고비용
X 낮은 조형속도
X 세척공정 필요
○ 복잡형 상제조
○ 빠른 조형 가능
X 높은 표면조도
X 한정적 활용 가능 소재
X 고비용
○ 고강도 (고밀도)
○ 서포터 불필요
X 박리
X 낮은 복잡형상 성형성
X 이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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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DIY의 가능성을, 세라믹 분야에서 구현한 비즈니스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구현해 낼 수 없었던 3차원의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 표현의 한계를 확장시켜
주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 (Argilasys, Unfold) 각각 BJ 방식과 ME 방식을 이용한 생활 도자기 주문 판매 및 프린터 판매사업
실시
[ 영국 Argilasys사(좌)와 벨기에 Unfold(우)사에서 판매중인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생활 도자기 ]

*출처: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 개발 동향, 세라미스트, 2016

 세라믹 3D 프린팅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인 개인맞춤형 생산이 필수적인
의료/덴탈/바이오 분야
▪ 인산칼슘계 생체세라믹을, CT데이터 및 보정된 모델 데이터로 출력하여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시술자 독립성이 증가하고 회복속도 및 회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의 다양한 구조 세라믹 재료 및 인산칼슘, 인산마그네슘 등을 이용한 의료/
덴탈/바이오 분야 세라믹 3D 프린팅이 가장 활발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NEXT 21) PP 방식을 이용하여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개인맞춤형 골이식재 및 인공뼈를
생산중이며, 접착분사 방법과 화학적 세라믹 경화방법을 이용해 소결을 하지 않고 인체골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디바이스 제작기법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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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열성, 내마모성이 중요시되는 기계부품용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
▪ (Lithoz) PP방식으로 굴곡강도 600MPa급 지르코니아 세라믹 구조체를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터와 세라믹 소재를 판매하고 있음
▪ (ExOne) 최종 제품이 세라믹인 제품뿐만 아니라, 금속용 세라믹 사형 금형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터 및 원료를 판매하고 있음
▪ 사형 금형 제작용 3D 프린터는 일본 CMET 및 우리나라 센트롤 사에서도 상업용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Lithoz(좌) 및 ExOne(우)에서 제작한 지르코니아 세라믹 부품 ]

*출처: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 개발 동향, 세라미스트, 2016

 중국을 중심으로, 3D 프린터를 건물 시공에 적용하는 사례
▪ 건축용 3D 프린터는 ME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라믹 페이스트를 연속적으로
적층/양생하여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3D 프린팅 기구부는 건축 현장에 맞게 설치되고, 몰탈 혼합 세라믹 원료를 설계에 따라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건축물 출력이 이루어짐
[ 중국 Winsun사의 3D 프린팅 건축 조감도(좌), 건설 과정 및 완성된 주택(우) ]

*출처: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 개발 동향, 세라미스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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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
▪ 세라믹 3D 프린팅 전용의 시스템, 공정 및 소재를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국내 대표적인
연구팀으로 재료연구소가 있으며, 세라믹 특유의 소결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온공정 개발을
통해 바이오세라믹 3D 프린팅 구조물의 생물학적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보유
- 세라믹 3D 프린팅 소재, 공정, 시스템 관련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임상시험과 기술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임
▪ 국내 세라믹 3D 프린팅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단위로 대부분 덴탈과 바이오세라믹에 편중되어 있음

 기존 3D 프린팅 방식을 세라믹 소재 맞춤형으로 설계한 새로운 융복합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및 구조세라믹과 기능세라믹에도 적용 가능한 3D 프린팅 시스템 및 공정 개발 연구
▪ 일부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세라믹 3D 프린팅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며 집중적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는 요원한 상황임

 (시지바이오) 광대뼈 재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를 통해 독자적 3D 프린팅 기술
기반의 환자 맞춤형 골대체재 '이지메이드(Easy-made) 개발
▪ 이지메이드의 성분인 생체활성 유리소재(BGS-7)는 체내에 이식했을 때 표면에서 뼈와 유사한
아파타이트층을 형성하며 직접 뼈와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 지님
▪ 체내에서 이물 반응 발생 위험이 낮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환자 골 결손 부위의 CT 영상을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만족도 높음

 (캐리마) 국내 최초로 ‘데스크톱형 세라믹 3D 프린터’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
▪ 사용 가능한 세라믹 소재로는 결정성 실리카, 알루미나, 질화알루미늄, 히드록시 아파타이트(HAP),
인산칼슘(TCP) 등이 있으며 이 세라믹 소재들은 사용 용도에 따라 ‘세라믹 모델’과 ‘세라믹 몰딩’ 등
2종으로 구분됨
▪ 25㎛ 두께 단위로 출력(3D 적층)이 가능하며 고해상도의 출력물을 제작할 수 있어 부품 제조,
미술, 엔지니어링, 건축, 디자인 등에 적용이 가능함
[ 캐리마의 ‘데스크톱형 세라믹 3D 프린터’(좌)와 이를 이용한 세라믹 성형품(우) ]

*출처: 캐리마, 국내 최초 데스크톱형 세라믹 3D 프린터 상용화, 전자신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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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연구분야
•‘세라믹소재인, 3D 인쇄용 석고 분말, 지르코니아
분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알루미나

분말의

입도

분석

Particle

size

analysis (PSD)및 미세구조 확인(FE-SEM)
•FT-IR, UV-IR, TGA, XRD 장비를 통하여 외산소재의
성분분석
•합금설계 및 3D 프린팅용 금속분말 제조 기술 개발
•Fe계 금형강의 3D 프린팅 공정 database 구축 및
고밀도 적층 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Ni계 초내열 합금의 3D 프린팅 공정 database 구축
및 고밀도 적층 기술 개발
•Ti계 합금의 3D 프린팅 공정 database 구축 및
고밀도 적층 기술 개발
•전자기기용 기능성 유-무기 나노 복합소재 기초 기술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고해상도 3D 프린팅 소재를 이용한 공정 기술 개발
•3D 프린팅용 복합소재 연구 동향 분석 및 자료 수집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쇄용 세라믹 소재와 이를 삼차원으로 인쇄 시 결합시키는 액상바인더를 개발하기 위하여
화학분석, 미세구조 및 기계적 물성을 확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 금속 3D 프린팅 공정을 기반으로 고유 합금 분말 소재개발, 고유 합금 3차원 구조체 제조기술,
물성 평가 및 후처리 기술을 조합하여 3D 프린팅 맞춤형 소재 및 맞춤형 부품으로 제조하는 응용
기술의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고해상도 3D 프린팅용 신축성 유무기 복합소재 및 3D 성형공정 기초기술 개발
▪ 3D 프린팅용 복합소재 연구 동향 분석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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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은 ’11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임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42%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24%, 유럽은 17%, 한국은 17% 순으로 나타남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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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3년 이후 해당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내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글로벌 흐름과 상당히 유사
▪ 미국의 출원 수에 비해 40% 정도의 수준을 보임

 미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체 특허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출원현황 역시, ’13년 이후 해당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에
비해 외국인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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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Dimensional Printing, Ceramic Material, 세라믹 분말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 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Dimensional Printing, Core Portion, Turbine Blade, Stator Vane, Preceramic Polymer,
Dimensional Printer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에서는
전처리 공정 기술, 세라믹 3차원 구조체의 최종제품화를 위한 물성향상 및 신뢰성 확보 기술과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Dimensional Printing, Ceramic Material, 세라믹 분말, Ceramic Particle, Powder Bed, 제조 방법, Core
Portion, 분말 재료, Ceramic Powder, Printing Process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Printing Process, Auxiliary Support, 분말 재료,

2구간(2016년~2020년)

•Ceramic

Material,

세라믹

분말,

Dimensional

Ceramic Material, Ceramic Powder, 세라믹 분말,

Printing, Ceramic Particle, Core Portion, Turbine

유기 재료, Powder Bed, 삼차원 조형물, Ceramic

Blade,

Polymer

Polymer, Dimensional Printer

Stator

Vane,

세라믹

재료,

Pre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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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미국의 GENERAL ELECTRIC
COMPANY인 것으로 나타남
▪ 제 1 출원인인 GENERAL ELECTRIC COMPANY의 출원은 미국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관련 기술로 3D프린팅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개인), 연구기관/대학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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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GENERAL ELECTRIC COMPANY
 GENERAL ELECTRIC COMPANY는 미국 기업으로, 3D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관련하여
세라믹 제품 형성용 세라믹 슬러리 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45건 미국에 출원하였으며, 그 중
등록특허는 18건으로 등록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
[ GENERAL ELECTRIC COMPANY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538460
(2018.03.15)

Ceramic slurries for
additive manufacturing
techniques

바인더, 제1 모폴로지를 갖는 제1
복수의 세라믹 입자들과 제1 모폴로지와
다른 제2 모폴로지를 갖는 제2 복수의
세라믹 입자들 및 광개시제를 포함하는
세라믹 제품 형성용 세라믹 슬러리

US10391670
(2017.06.28)

Additively manufactured
integrated casting core
structure with ceramic
shell

세라믹 코어-쉘 몰드의 개구를 막거나
덮음으로써 수행되고 플러그 또는
커버의 일부는 세라믹 재료로 코팅되는
주조 부품 및 주조 주형 형성 방법

US10391549
(2017.06.28)

Additively manufactured
casting core-shell hybrid
mold and ceramic shell

세라믹 코어-쉘 몰드의 개구를 막거나
덮음으로써 수행되고 플러그 또는
커버의 일부는 세라믹 재료로 코팅되는
주조 부품 및 주조 주형 형성 방법

US10610933
(2017.02.22)

Method of
manufacturing turbine
airfoil with open tip
casting and tip
component thereof

터빈 구성요소의 에어포일 부분은
전형적으로 세라믹 몰드에서
주조함으로써 제조되는 터빈 블레이드
또는 베인을 제조 또는 보수하는 방법

US10702958
(2017.02.22)

Method of
manufacturing turbine
airfoil and tip
component thereof
using ceramic core with
witness feature

터빈 구성요소의 에어포일 부분은
전형적으로 세라믹 몰드에서
주조함으로써 제조되는 터빈 블레이드
또는 베인을 제조 또는 보수하는 방법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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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은 미국 기업으로, 다수의 세라믹 분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라믹 미세구조를 위한 경화성 수지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에
출원
[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EP3381585
(2018.03.26)

Apparatus for and
method of making
multi-walled passages in
components

분말형 내화 금속 재료가 가요성 몰드
내로 부어지고, 분말형 내화 금속
물질을 소결하여 내화 금속 코어를
형성하는 내화 금속 코어의 제조 방법

US10493524
(2017.08.16)

Powder metal with
attached ceramic
nanoparticles

형성되는 물품의 특정 단면에 관한
데이터를 참조하여 층들의 선택된
부분들을 서로 열적으로 융합시키기
위해 에너지 빔을 사용하는 분말 재료
처리방법

US10647023
(2017.08.08)

Method and material
for additively
manufacturing a
ceramic containing
article

세라믹 미세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화성 수지에 대한 세라믹
전구체의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된
비율에 따라 세라믹 전구체 및 경화성
수지를 혼합

US10570744
(2016.08.04)

Method for forming
components using
additive manufacturing
and re-melt

가스 터빈 엔진용 부품은 방향성으로
응고된 금속 재료 부품을 포함하고,
방향성으로 응고된 금속 재료 부품은
코어와 동시에 금속 재료로 추가로
제조되고, 금속 재료는 재용융되고
방향성으로 응고

US9482103
(2016.05.27)

Intermediate additively
manufactured
component

내부 통로를 갖는 중간 구성요소는 거의
완성된 형상의 내부 통로를 갖는 고체
금속 추가 제조된 구성요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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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는 미국의 프린팅 전문기업으로,
19건의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였으며, 이 중 등록특허 5건 보유
▪ 세라믹 분말 재료 등으로 구성되는 3D프린팅 등의 응용 특허를 다수 보유
[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661503
(2016.04.13)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생성 재료 과립의 도포, 압력의 도포,
및 정착제의 선택적 도포가 반복되어
그린 바디를 생성하는 3D프린팅

EP3352975
(2016.02.25)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with a
sintering aid/fixer fluid
and a liquid functional
material

세라믹 빌드 재료를 적용한다.음이온
안정화된 서셉터 재료를 포함하는 액체
기능성 재료가 세라믹 빌드 재료의
적어도 일부에 적용되는 3D프린팅

US10759085
(2015.11.20)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생성 재료 과립(빌드 재료 과립) 도포,
압력의 도포, 및 정착제의 선택적
도포가 반복되어 그린 바디를 생성하는
3D프린팅

EP3325191
(2015.07.24)

Stabilizing liquid
functional material for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3D 프린팅을 위한 안정화 액상 기능성
물질(SLFM)은 전체 SLFM 중량에
대하여 약 0.25 중량% 내지 약 5
중량%의 세라믹 나노입자와 전체
SLFM 중량에 대하여 약 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의 실리카
나노입자를 포함

EP1541321
(2004.10.21)

System and method for
fabricating
three-dimensional
objects using solid
free-form fabrication

칼슘 포스페이트 공급원, 반응 지연제
및 층상 이중 히드록시드를 포함하는
미립자 블렌드를 소정 영역에
침착시키고, 가용화 결합제를 미립자
블렌드의 소정 부피 상에 선택적으로
잉크 분사하여 소정 부피의 예비세라믹
물체를 형성하는 3D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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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한국의 세라믹에 특화된 연구기관으로 3D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10건 출원하였으며, 이 중 등록특허는 9건으로 파악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3D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기술에 있어서, 3D 프린팅용 세라믹 복합수지 조성물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한국에 특허를 출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129392
(2019.04.08)

모노머 네트워크
구조에 의한 고점도
3d 프린팅용 세라믹
복합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상이한 반응성 모노머들 간의 비율에 대한
최적의 함량비를 도출하여 상용 저점도
세라믹 수지보다 훨씬 높은 고점도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모노머 네트워크 구조에
의한 고점도 3D 프린팅용 세라믹 복합수지
조성물

KR2146039
(2019.04.08)

3d 프린팅용 고점도
광경화성 세라믹
복합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SLA 방식의 3D 프린팅 장비에 적용이
가능하고 우수한 광경화성을 갖는 IPA에
대한 최적의 함량비를 도출하여 상용
저점도 세라믹 수지보다 훨씬 높은 고점도
특성을 나타내는 3D 프린팅용 고점도
광경화성 세라믹 복합수지 조성물

KR2151410
(2019.01.11)

광경화성 액상
세라믹-고분자
복합수지 및 그 제조
방법

서로 상이한 입경을 갖는 복수의 세라믹
분말의 함량 비율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분산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경화성 액상 세라믹-고분자
복합수지

KR2041106
(2018.01.26)

분산안정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세라믹-고분자
복합수지 제조 방법

동일한 무기작용기에 다양한 유기작용기가
결합된 실란 커플링제를 통해 분산안정성이
우수하면서 높은 점탄성 거동을 나타내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 분산안정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세라믹-고분자
복합수지

KR1936916
(2017.12.27)

3d 형상의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를
제조하는 3d 프린팅
장치 및 3d 프린팅
방법

3D 프린팅 장치는 세라믹 매트릭스 소재에
섬유 강화재가 혼합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CMC)를 제조하는 3D 프린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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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3D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9건 출원하였으며, 9건의 특허 중
등록된 특허는 5건을 보유
▪ 고려대학교는 광경화성 세라믹 슬러리, 3차원 다공성 지지체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
[ 고려대학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011720
(2017.04.17)

광경화성 세라믹 슬러리
기반 3d 플라팅 기술

고품질 세라믹 구조체의 성형을 위해
높은 세라믹 함량(고충진)을 가짐과
동시에 3D 플라팅에 적용가능한
유동성을 가지는 3D 플라팅용 세라믹
슬러리 조성물

KR1859642
(2016.12.29)

광경화성 슬러리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지지체의 제조
시스템 및 광경화성 슬러리
제조 방법

매우 높은 세라믹 함량을 갖고, 3D
프린팅 기술에 적합한 흐름성과
광경화 특성을 갖는 광경화성
슬러리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지지체
및 광경화성 슬러리 제조

KR1832262
(2016.08.30)

3차원 다공성 지지체의 제조
시스템,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3차원 다공성
지지체

복수 개의 필라멘트 내 희생용
페이스트의 제거에 의해 형성된 복수
개의 채널 및 상기 복수 개의 채널의
적층에 의해 형성된 복수 개의 기공이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3차원
다공성 지지체 제조

KR1873223
(2016.08.30)

3차원 다공성 지지체 제조
시스템 및 압출용
페이스트의 제조 방법

코어 및 쉘 구조를 구비하는 압출용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복수의 채널
구조 및 복수의 기공 구조가 구비된
3차원 다공성 지지체를 효과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3차원 다공성 지지체

KR1780899
(2016.08.30)

다공성 구조체 및 다공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기공 구조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다공성 구조체 및 다공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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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기술과 관련하여 세라믹 및 세라믹-폴리머
복합체의 3차원 경량화 패턴구조, 3D프린터용 균일 분말 도포 장치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7건 출원하였으며, 이 중 등록특허는 3건으로 파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075919
(2018.06.22)

바인더-제트 방식 3d
프린팅용 3차원 경량화 패턴
구조, 이를 이용한 주조
공정용 주형 및 주조공정

구형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구현한
세라믹 및 세라믹-폴리머 복합체의
3차원 경량화 패턴구조, 이를 이용한
주조 공정용 주형 및 주조 공정 방법

KR2131928
(2018.03.29)

승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피드스톡을 이용한 3차원
물품의 성형방법

금속 또는 세라믹 분말과 바인더를
포함하는 피드스톡을 소정의 3차원
물품 형상의 단면 정보에 맞추어
토출하여 적층 성형 시, 바인더에
승화성 물질을 포함시키고 성형 후
바인더를 제거할 수 있는 3차원
물품의 성형방법

KR2002003
(2017.09.12)

분말소결방식
금속3d프린터용 균일 분말
도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균일 분말 도포 방법

도포된 혼합분말이 균일한 도포면을
가질 수 있도록 리코터를 이용하여
균일한 도포면을 형성하는 균일 분말
도포 장치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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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10로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56으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출원인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45

4.5%

0.05

1

24

2.4%

0.07

2

19

1.9%

0.09

3

14

1.4%

0.10

4

MARKFORGED, INC.(미국)

12

1.2%

0.11

5

DESKTOP METAL, INC.(미국)

12

1.2%

0.13

6

LOCKHEED MARTIN
CORPORATION(미국)

12

1.2%

0.14

7

THE BOEING COMPANY(미국)

12

1.2%

0.15

8

SIEMENS
AKTIENGESELLSCHAFT(독일)

12

1.2%

0.16

9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

11

1.1%

0.17

10

전체

994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69

55.6%

0.56

대기업

5

4.0%

연구기관/대학

52

40.3%

전체

124

100%

GENERAL ELECTRIC
COMPANY(미국)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미국)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미국)
HRL LABORATORIES,
LLC(미국)

CR4=0.10
n

CR중소기업=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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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소송 현황 분석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관련 기술 진입 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력 검토
▪ 2018년 3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원고 Desktop Metal, Inc.와 Markforged, Inc. 간의
제거가능한 서포트를 위한 계면층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 Desktop Metal, Inc.는 세라믹 재료와 관련된 특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관련 특허소송 현황 ]
명칭

1

310

US9815118
(2017.11.14.)

출원인

원고 v. 피고

Fabricating multi-part assemblies

Desktop Metal, Inc.

Desktop Metal, Inc.
v.
Markforged, Inc.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Metal X 3D print system

2018.03.19

2019.09.18

3D 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661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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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20)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클러스터
01

클러스터
02

클러스터
03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요소기술 후보

powder, mold, material, •Material system for use in a 3d printing process
재료의 공급방식에
particle, ein, ceramic, •Thread former or tap and method for producing a
따른 형상화 기술
die, solve, draw
thread former or tap
print, layer, portion,
object, disclosure,
surface, powder,
process, filament,
manufacture
preceramic, ceramic,
polymer, layer, form,
material, shape,
construct, object,
temperature

•Dental

restorations

formed

by

solid

free-form

fabrication methods
•Solid free-form fabrication methods for the production

3차원 조형 후
후처리 공정기술

of dental restorations
•Method for producing a positioning tray and the
device therefor
•Ceramic 3d printer capable of scraping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ceramic, material, print, •Gear, a method of manufacturing a gear and a geared
세라믹 소재의
gas turbine engine
클러스터 manufacture, additive,
3D프린팅 형상화
04
process, invent, product, •Shaping object extraction control device and shaping
기술
article, structure
object extraction control program
세라믹 3차원
material, layer, form, •Supports for sintering additively manufactured parts
구조체의
클러스터 ceramic, object, build,
최종제품화를
위한
•Stabilizing
liquid
functional
material
for
05
support, composite,
물성 향상 및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three-dimension, metal
신뢰성 확보 기술
bodied, ceramic, layer, •Light-curing type 3d printing device and image
세라믹 원료
클러스터
step, material,
exposure system thereof
소재의 전처리
06
component, form, cure,
공정 기술
•Arrangement for coating a powder
slurry, produce
•Positive pressure drop-on-demand printing
composite, ceramic,
클러스터 print, additive, thermal, •Set-up and method of electrohydrodynamic jet 3d
07
material, layer, conduct, printing based on resultant effect of electric field and
polymer, comprise
thermal field

형상 제어 기술

•Method and machine for manufacturing green ceramic
layer, substrate, laser,
세라믹 소재에
and/or metal items using the additive processes
클러스터 electric, metal, powder,
공급하는 에너지에
technique
08
feedstock, form,
따른 제품 형상화
•Diode laser fiber array for powder bed fabrication or
ceramic, structure
기술
repair
mold, ceramic,
클러스터 component, cast, core, •Investment casting of hollow components
09
material, metal, form, •Method for producing a dental restoration
portion, process

20)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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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금속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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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관련 특허에서 총 10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메인그룹) 내용

(A61C)
치과; 구강 또는 치과용 •(A61C-013) 치과보철; 그의 제조
위생
(B22C)
•(B22C-009) 주형 또는 코어
주조용 주형 조형
•(B22F-003) 성형 또는 소결

요소기술 후보
-

방법에

특징이

있는

(B22F)
금속분말에서의 공작물 또는 물품의 제조; 특히 그것에
금속 분말의 가공;
적합한 장치
금속분말로부터 물품의 •(B22F-001) 금속분말의 특수처리, 예. 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제조; 금속분말의 제조
것,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 금속분말 그 자체, 예. 상이한
(B23K)
납땜(Soldering) 또는
비납땜(Unsoldering);
용접;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클래딩(clading)
또는 피복; 국부 가열에
의한 절단, 예. 화염
절단; 레이저 빔에 의한
가공
(B28B)
점토 또는 다른 세라믹
조성물, 슬래그 또는
시멘트 함유 혼합물, 예.
플래스터의 성형
(B29C)
플라스틱의 성형 또는
접합; 가소 상태에 있는
물질의 성형 일반;
성형품의 후처리, 예.
수선
(C04B)
석회; 마그네시아;
슬래그; 시멘트; 그
조성물, 예.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유사한
건축재료; 인조석;
세라믹
(F01D)
비용적형의 기계 또는
기관, 예. 증기터빈

조성의 입자의 혼합

•(B23K-026) 레이저 빔(laser beam)에 의한 가공, 예. 용접,
절단, 보오링(boring) (레이저 그 자체 H01S 3/00)

그룹

B29C

세라믹-금속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

-

•(B28B-001) 재료로부터의 성형

•(B29C-067)

-

39/00-B29C

65/00,

B29C

70/00-B29C 73/00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성형 기술
•(B29C-064) 첨가제 제조, 즉. 부가적 증착, 첨가제 응집
또는 첨가제 적층 (additive layering)에 의한 3 차원 물체의
제조, 예. 3D 프린팅, 광조형 또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에

-

-

의한 것

•(C04B-035)

조성에

특징을

갖는

세라믹조성

•(F01D-005) 블레이드; 블레이드 지지부재

성형세라믹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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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 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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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3차원 조형 후 후처리 공정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 소재의 3D프린팅 형상화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 3차원 구조체의 최종제품화를 위한 물성 향상 및
신뢰성 확보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 원료 소재의 전처리 공정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금속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형상 제어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재료의 공급방식에 따른 형상화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 소재에 공급하는 에너지에 따른 제품 형상화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데이터 처리 기술

전문가추천

주요 ID 정보 제거 및 사람 인식 기술

전문가추천

주요 객체(사람, 얼굴, ID카드, 간판) 검출기술

전문가추천

3D 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료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 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

대해서 중복성 검토

선정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요소기술 중

•미흡한 전략제품에

핵심기술 선정

•전문가 추천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핵심기술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구축 개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형상화 기술

개요
•3D 프린팅 기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라믹 소재를 적용하여 3D
프린팅 형상화에 관한 기술
•3D 프린팅을 위한 최종산물의 물성 제어를 위해 분말입자의 조건

세라믹 원료 소재의 전처리 공정 기술

및 슬러리 상태 등의 전처리 단계로서 세라믹 원료 소재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3D 프린팅 형상화를 하기 위해 소결을 포함한 후처리 공정에서

3차원 조형 후 후처리 공정기술

발생되는 부피수축과 내부구조 변화 등 조형 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세라믹 3차원 구조체의 최종제품화를 위한
물성향상 및 신뢰성 확보 기술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제품의 물성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에 관한 기술
•3D

프린팅

형상화를

하기

위하여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적용하는 소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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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해외 기업 주도 기술의 국내 산업 맞춤형 국산화와 더불어 신뢰성/친환경성/양산성/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국내 주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 주력산업 어플리케이션 연계 및 노력 지속
 산·학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기술 검증으로 국내시장 개척 및 선점 필요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소재 구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방법에 대한 응용처 개발
2021년

2023년

최종 목표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형상화 기술*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 최적화 기술
개발

세라믹 원료 소재의
전처리 공정 기술*

세라믹 원료 소재의
전처리 공정 최적화

3차원 조형 후 후처리
공정기술

후처리 공정
제어 기술 확보

세라믹 3차원 구조체의
최종제품화를 위한
물성향상 및 신뢰성
확보 기술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제품의 물성
및 신뢰성 확보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기술 개발

* 표시는 생태계 취약 기술을 의미

316

2022년

3D 프린터용 세라믹 분말

(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형상화 기술

3D 프린팅 형상화
기법 및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장치
개발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성능 개선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
최적화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
최적화 기술
개발

창업형,
상용화,
기술혁신,
산학연

세라믹 원료
소재의 전처리
공정 기술

세라믹 원료 소재의
물성 확보

세라믹
분말입자
및 슬러리
조건 확보

세라믹
원료
소재의
물성 확보

세라믹
원료
소재의
성능 개선

세라믹 원료
소재의
전처리 공정
최적화

기술혁신,
산학연

부피수축과
내부구조
변화 등
조형 후
변형방지
조건 확보
세라믹
소재 적용
3D 프린팅
형상화
제품의
내열성,
경질성,
내마모성,
내식성
등의 물성
확보

탈지와
소결
후처리
공정
제어 기술
개선

후처리
공정 제어
최적화
기술 확보

후처리 공정
제어 기술
확보

기술혁신,
산학연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제품의
물성 개선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제품의
신뢰성
확보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제품의 물성
및 신뢰성
확보

기술혁신,
산학연

세라믹-고
분자
복합재료
소재 성능
개선

세라믹-고
분자
복합재료
소재 물성
향상을
통한
형상화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
소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형상화 기술
개발

창업형,
기술혁신,
산학연

3차원 조형 후
후처리 공정기술

세라믹 3차원
구조체의
최종제품화를
위한 물성향상
및 신뢰성 확보
기술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를
이용한 기술

탈지와 소결 후처리
공정
제어 기술

3D 프린팅 형상화
제품의 물성 측정
기술 및 신뢰적
데이터 확보 기술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 소재 개발
기술

세라믹-고
분자
복합재료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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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정의 및 범위
▪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유해물질의 정화 및 제거 등을 위해 세라믹 소재의 다공성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물질의 분리정제 등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성 부품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세계 다공성 세라믹 시장 규모는 2018년 58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11억 달러로 연평균 11.4%
성장 전망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부품 및 소재
업체들이 친환경 생산 라인 전환에 적극 나서면서 환경
유해물질 제거 및 친환경 소재부품 시장이 커지고 있음

•(국내) 국내 다공성 세라믹 시장 규모는 2018년
1,851억 원에서 2024년에는 3,538억 원으로 연평균
11.4% 성장

•세계 주요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선진 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경쟁이 치열한 상황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부품 및 소재 •다공성 세라믹은 에너지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체들의 환경 유해물질 제거 및 친환경 소재부품
시장이 커지고 있음

핵심 요소기술로 활용되고 있음
•재활용 기능성 분야에서 환경 관련 세라믹 소재로

•세라믹 소재 기술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

분리막 촉매와 같은 환경친화성 소재의 제품 고기능성
및 높은 신뢰성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진행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해외) Whatman, Synkera technologies In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대기환경 적용 기술

•(정부연구개발기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

한미프렉시블,

영진세라믹

•세라믹 소재 이용 필터 제조 기술
세라컴,

나노기공소재, •무기필터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생태계 취약 전략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해외 기업 주도 기술의 국내 산업 맞춤형 국산화와 더불어 신뢰성/친환경성/양산성/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국내 주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
➜ 세계수준의 유해물질 제거 세라믹 공정기술 보유를 위하여 국내 원천기술 확보 및 노력 지속
➜ 산·학 연계 협동연구를 통한 개발기술 검증으로 국내시장 개척 및 선점 필요
생태계 강화방안
➜ 향후 세라믹 기술 응용을 위해 유해물질 제거 기능에 관한 지속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첨단세라믹산업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형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세라믹 소재 기술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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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유해물질의 정화 및 제거 등을 위해 세라믹 소재의 다공성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물질의 분리정제 등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성 부품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분말을 다양한 공정을 통하여 제품화함으로써 다공질 세라믹 고유의
임계성능 향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 등의 분리에 큰 효과를 발휘
▪ 세라믹 다공체는 자동차 및 발전소용 분진제어 필터, 기체 및 수질 정화용 분리막, 초단열재, 차세대
연료전지, 촉매, 센서, 토양처리 및 인체친화성 재료 등에 매우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음

 촉매나 기공구조를 이용한 촉매반응 및 분리, 또는 이들의 동시조합에 의해 대기 및 물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무기 세라믹 소재
▪ 알루미나, 규사 등의 세라믹 입자를 유리로 결합시켜 관통. 세공이 있게 만든 환경정화용 세라믹
필터 등이 있으며.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현탁액의 분리와 액체·기체·분체의 여과 흡수 등의 기능이
있음
▪ 내화학성, 내산화성, 내항균성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웰빙기능 세라믹, 정화용 담체· 필터·멤브레인,
세라믹 충전제 소재 및 부품 등으로 활용

(2) 필요성
 유해성이 심각한 PM을 포집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습식 및 건식 분리기술이 실용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기질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환경 및 재활용성의
제약을 받고 있음
▪ PM은 발생원과 발생환경에 따라서 미연탄소, 회, 금속 및 중금속 등의 액상 및 고상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통기성이 우수
▪ 필터 표면에 포집된 PM에 의해 케이크 층(cake layer)이 형성된 이후에는 나노 PM의 포집효율이
우수한 세라믹 필터의 개발 필요성 증가
▪ PM 및 유해물질의 우수한 제거능력과 재활용이 가능한 세라믹 소재 필터 개발의 필요성 제고
▪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생활 형태와 산업의 고도화가 전 지구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각종
유해성 물질의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발생원은 고온·고압 등의 극한환경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배출억제를 위한 세라믹 필터의 수요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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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을 위한 가스개질 등을 위한 주요기술로 세라믹 멤브레인 및 촉매 활성화 물질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촉매 분야에서 촉매를 지지하고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촉매반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라믹 분리막 및 담체의 사용 증가
▪ 액상물질에서 원하는 물질을 분리할 때 필요한 지지체 또는 분리물질을 화학결합 시키는 다공성
고체인 담체로서, 세라믹 소재는 표면적이 크고 용질에 대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흡착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담체 소재로 사용

 환경세라믹스 다공성 소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분말을 다양한 공정을 통하여
활용함으로써 다공질 세라믹 고유의 임계성능 향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
등의 분리에 큰 효과를 발휘
▪ 극한환경內 고유기능을 발현하는 유일한 첨단소재로서 타 소재 대비 월등한 특성으로 항공우주,
기계가공, 반도체 등에 활용
▪ 기존 소재로는 불가능한 에너지 생산·절감·저장 기능을 모두 구현 가능하며, 지구온난화, 대기·
수질오염을 개선·제어할 수 있는 소재

 환경세라믹스 소재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주도의 제품공급에 한계를 보이는 산업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환경세라믹스 소재 및 응용 관련 업체는 세라믹스 산업 전체의 3%로서 대부분 소규모의 업체들인
관계로 국제 경쟁력이 약함
▪ 알루미나, 티타니아, 활성탄소 등 환경세라믹스 원료는 국산화 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원료공급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어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술 종속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여야 경제성 및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됨
- 탄화규소(SiC), 알루미나(Al2O3), 지르코니아(ZrO2), 티타니아(TiO2) 분말 등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 3차원 형상 및 대형설비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나 제조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품종 소량 및 소형제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력, 인프라가 거의 없는
산업기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는 상황
▪ 국내의 경우, 연구실 규모의 장비 활용을 통한 시편 제조 및 특성평가 기술이나 전문인력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용화나 상용화용 장비제조 기술이나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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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가치사슬
 (가치사슬) 향후 제조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산업 분야로 수요 산업군에 따라
맞춤형 소재 개발 요구
 (후방산업) 수질오염·대기오염 분야의 유해물질처리 관련 이용 환경에 따른 소재 산업, 장치
산업을 후방산업으로 함
▪ 세라믹기지 복합소재는 세라믹-세라믹, 세라믹-탄소, 세라믹-금속 복합소재 등으로 구분되며, 세라믹
소재를 함유하는 고기능성 복합소재가 개발되고 있음
▪ 환경용 소재부품의 경우 3차원 형상 및 대형설비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개발 및 제조장비가
필수적인데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품종 소량 및 소형제품 생산에 의존

 (전방산업) 수질오염·대기오염 분야의 유해물질처리 관련 환경산업을 전방산업으로 함
▪ 주요 부품으로는 환경정화용 기기로서 공기청정기, 대기오염물질 제거용 필터, 환기장치, 수처리용
필터 등에 적용
▪ 수요산업군은 환경 분야로 수질, 대기 분야의 다양한 필터, 담체, 촉매 지지체 등으로 적용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전방산업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소재/장치

허니컴 담체, 멤브레인, 분리막,
촉매 지지체 등

수질오염·대기오염 분야의
유해물질처리 관련 환경 산업

[ 세라믹 산업 생태계 및 가치사슬 현황 ]

자료: 산업기술 R&BD 전략, R&D전략기획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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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분류
 유해물질 제거능 세라믹의 용도별 분류
▪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필터를 내부구조의 형상으로 구분하면 섬유상 필터, 멤브레인 필터,
입자충전형 필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무기필터 세라믹, 세라믹
멤브레인, 다공성 세라믹 등으로, 이용 분야로는 크게 대기환경과 수질 환경 분야로 분류

[ 유해물질 제거능 세라믹 분류 ]

분류형태

분류

특징 또는 용도

섬유상 필터

서브 마이크로미터에서 100μm 정도의 직경을
갖는 섬유로 구성되고 70%~99%의 기공율로
제조 가능하며 필터 표면에 포집된 PM에 의해
케이크 층(cake layer)이 형성된 이후에는 나노
PM의 포집효율 우수

멤브레인 필터

가스분리용 분리막, 막반응기용 분리막, 수소/산소
투과막, 수처리용 멤브레인 등

입자충전형 필터

PM을 포집할 수 있는 기공의 비표면적이 크며,
사 용 중 채널 막힘에 의한 통기성능의 저하도
작기 때문에 매연 여과장치용 필터에 적용

무기필터 세라믹

NOx, SOx 저감용 촉매, 수질개선용 광촉매,
바이오필터용 담체 등

세라믹 멤브레인

가스분리용 분리막, 막반응기용 분리막, 수소/산소
투과막, 수처리용 멤브레인 등

다공성 세라믹

수처리용 흡착제, 흡착필터, VOC 흡착용 필터 등

내부구조의 형상에
따른 분류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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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수처리 시장
 심각해지는 물 부족 현상 등 물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특히, 수처리 공정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보다 수질 개선 효과가 우수하고
약품 사용이 배제된 환경친화적 분리막 분리 공정으로 기술이 진화 중
▪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수질 악화, 난분해성 폐수의 증가, 환경규제 강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수처리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

 근래의 수처리 기술은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정보다 수질 개선 효과가 우수하고 약품
사용이 배제된 환경친화적인 막분리 공정으로 진화
▪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기술은 이미 20여 년 전에 개발된 방식이었으나 당시만 해도 높은
제품가격과 과도한 전기 소모량 등으로 경제적 효용이 낮았음
▪ 하지만 분리막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채택/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세라믹 분리막은 재활용 가능한 차세대 미래 그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소재
▪ 국내 수처리 관련 사업은 플랜트 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핵심소재인 분리막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소재개발 관련 투자는 고분자 소재에 국한
▪ 수처리 후 배출되는 고분자 분리막 소재는 매립처리 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분리막 폐기물은
심각한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
▪ 세라믹 분리막은 고분자 분리막에 비하여 pH, 압력, 온도 등 극한 조건에서 높은 내구성을 가지며
내환경성을 보유하고 재활용 가능

 용수 및 수처리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6.5%로 성장해 2025년까지 2,113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21)
▪ 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새로운 수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수질 및
공중 보건에 대한 관심 증가, 수 인성 질병의 확산 증가 등이 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주요 동인
▪ 주로 저에너지 소비 수처리 공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막 분리 관련 산업이 2019년 전체 물
및 폐수 처리 기술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
▪ MBR (Membrane Bio- Reactor) 처리 / 기술 시장이 지자체 및 산업 폐수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소형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가장 높은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21) Meticulous Rese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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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환경 유해물질 제거 및 친환경 소재부품 시장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부품 및 소재 업체들이 친환경 생산 라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환경 유해물질 제거 및 친환경 소재부품 시장이 커지고 있음
▪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지대한데, 인체에 침착되어 유해한 것은 물론 시계를 제한하고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며 각종 설비와 장치의
효율저하, 오작동 및 고장 등을 유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함께 자동차, 선박, 비상발전기용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시장은 확대
▪ 일반적인 국내 및 해외 디젤 엔진 후처리 제조사의 경우 각각의 구성품 즉, DPF소재, 촉매제조 및
코팅기술, 제어시스템설계, 금형 중 하나 이상을 수입품에 의존
▪ 필터의 경우 미국의 코닝(Corning)과 일본의 NGK에서 세라믹 모노리스타입필터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국산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임
▪ 향후 세라믹 기술 응용을 위해 유해물질 제거능에 관한 지속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첨단세라믹산업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형 지원 정책이 요구됨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형태와 산업의 고도화가 전 지구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각종 유해성 물질의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발생원은 고온·고압 등의 극한환경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배출억제를 위한 환경정화용 세라믹스의 종류 및
수요는 증가 일로에 있음
▪ 무기 세라믹 필터는 자동차 및 발전소용 분진제어 필터, 기체 및 수질 정화용 필터 등 매우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음
▪ 세라믹 다공체는 자동차 및 발전소용 분진제어 필터, 기체 및 수질 정화용 분리막, 초단열재, 차세대
연료전지, 촉매, 센서, 토양처리 및 인체 친화성 재료 등에 매우 다양하게 응용

 세라믹 다공체는 자동차 및 발전소용 분진제어 필터, 기체 및 수질 정화용 분리막, 초단열재,
차세대 연료전지, 촉매, 센서, 토양처리 및 인체친화성 재료 등에 매우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음
▪ 기존의 분리막의 단점을 보완한 세라믹 맴브레인은 향후 수처리뿐만 아니라 증류, 흡착, 추출 등이
요구되는 제약, 반도체, 음료, 제지, 발전소 등 다양한 극한환경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한
포괄적인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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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환경세라믹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174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에는 289억 달러 정도로
연평균 8.9%의 성장추세를 이어갈 전망
▪ 해외 세라믹 선진기업들은 미래 수요대응 첨단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독점
강화 추진
[ 환경세라믹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17.4

18.9

20.6

22.4

24.4

26.6

28.9

8.9

* 출처 : 세라믹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연구, 한국세라믹기술원, 2017

 세계 다공성 세라믹 시장 규모는 2018년 58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11억 달러로 연평균
11.4% 성장 전망
▪ 특히 세라믹 NF 멤브레인의 경우 연평균 30% 성장이 전망되며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로 예측
[ 다공성 세라믹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5,800

6,461

7,198

8,018

8,932

9,951

11,085

11.4

* 출처 : Porous Ceramic Market Size 2019-2025, Grandviewresearch

 2018년 기준 알루미나 세라믹 다공성 세라믹 소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공성 세라믹 소재 세계 점유율 ]

* 출처 : Porous Ceramic Market Size 2019-2025, Grandview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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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환경세라믹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2.5조 원에서 2024년에는 3.7조 원으로
연평균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세라믹 주요기업들은 미래 유망분야의 세라믹 소재 개발에 투자,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세계
시장선점에 박차
▪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요구에 따른 산소, 수소, 질소 등 유효기체의 효율적인 분리활용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막분리 공정은 다른 공정에비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정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환경세라믹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25,872

27,450

29,125

30,901

32,786

34,786

36,908

6.1

* 출처 : 세라믹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연구, 한국세라믹기술원, 2017

 국내 다공성 세라믹 시장 규모는 2018년 1,851억 원에서 2024년에는 3,538억 원으로
연평균 11.4% 성장
▪ 국내시장의 경우 세라믹 UF 멤브레인이 연평균 27.6% 성장이 예상되어 가장 급성장할 분야로 예측
[ 다공성 세라믹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1,851

2,062

2,297

2,559

2,851

3,176

3,538

11.4

* 출처 : 세라믹 산업현황 및 표준화 동향,
Grandviewresearch 기반으로 네모아이씨지 재추산
**CAGR은 세계시장 활용

국가기술표준원,

2017,

Porous

Ceramic

Market

Size

2019-2025,

 수질정화용 멤브레인 시장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골고루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물 부족 국가 증가와 함께 산업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그 시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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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동향

 기술경쟁력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은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기술국
대비 89.2%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1.1년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85.0%, 기술격차는 1.4년으로 평가
▪ EU(90.2%)>한국(89.2%)>한국>일본(86.0)>중국(69.6%)의 순으로 평가
 기술수명주기(TCT)22)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은 8.67의 기술수명주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

가. 기술개발 이슈
◎ 환경친화성 소재의 제품 고기능성 및 높은 신뢰성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환경 관련 세라믹 소재로 분리막 촉매와 같은 환경친화성 소재는 제품의 고기능성 및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수요가 적고 수요 산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기술적, 경제적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여 상용화 적용에 어려움
▪ 재활용 기능성 소재의 가장 큰 분야는 시멘트, 건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수기능성 제품과
관련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세라믹산업의 주요 원료가 되는 희토류 화합물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
▪ 국내의 경우 재활용 기능성 분야에서 시멘트 및 건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수기능성 제품의
개발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세라믹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를
도시광산뿐만 아니라 석탄회로부터 회수하는 시도가 추진 중

 다공성 세라믹은 에너지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요소기술로 활용되고 있음
▪ 다공성 세라믹의 기반 소재는 기능성과 고효율성을 위해 나노소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무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등의 제거용 환경 소재로 최근 각광을 받으며 빠르게
산업화되는 추세
▪ 이러한 나노 다공성 세라믹 시장은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약 80%), 다공성
세라믹을 이용한 분리막기술은 국내에서 원천소재인 막 지지체 제작 기술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세라믹 여과 용기 등 기능성 친환경 소재 개발 중요성 지속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장비(공기정화 필터용 광촉매 소재, 차량용 촉매 전환기 등)에는
나노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되고 있음

22) 기술수명주기(TCT, Technical Cycle Time): 특허 출원연도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차이의 중앙값을 통해 기술
변화속도 및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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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 적용으로 환경 촉매에서 오염센싱까지 필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나노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세라믹 소재에 결합시켜 환경오염물질의 감지 및 정화 등과
같은 환경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인체 또는 생태 유해물질을 차단 저감하는 친환경 기술
▪ 나노 크기의 표면 기공을 가진 나노 분리막은 적용하고자 하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음
▪ 무기 고분자 소재는 세라믹이 대표적이며, 비대칭 다공성 구조를 특징으로 함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장비인 공기정화 필터용 광촉매 소재, 차량용 촉매 전환기 등에
나노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되고 있음
▪ 콜로이드 실리카를 이용한 제습소자의 제조, 제올라이트와 같은 나노기공을 보유한 광물질을 이용한
수처리 연구 등도 활발히 진행 중

 세라믹 필터에 금속 촉매를 담지한 하이브리드 필터 개발
▪ VOC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알루미나 계열의 중밀로 세라믹 필터에 금속
촉매를 담지한 하이브리드 필터를 제조하여 유해가스의 흡탈착 성능 및 촉매 특성 확인

 나노필터에 걸린 초미세입자를 고온의 열로 태워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 개발
▪ 초고온에서 성장해 900℃까지 타지 않는 고품질의 질화붕소 나노튜브로 필터를 제조해 기공에 걸린
미립자를 태워서 제거하고 필터를 재활용하는 기술
▪ 향후 기존의 일회용 필터를 대체할 재활용이 가능한 첨단세라믹 필터로 기대됨
[ 탄소나노튜브(CNT) 및 BNNT소재 연구개발 개요 ]

* 출처 : www.dtnews24.com

331

전략제품 현황분석

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유럽에서 세라믹 멤브레인 제조를 이끌고있는 주요 업체는 Atech Innovations GmbH(독일),
CERAM HYD(프랑스), Mantec Technical Ceramics(영국), Kubota Membrane Europe
Ltd.(영국) 등이 존재
▪ (독일 프라운호퍼 세라믹연구소) 현재 수행하고 있는 ‘ROWdix’라는 프로젝트는 미처리된 또는
지표수 상에서의 병원체 진단을 위한 세라믹 멤브레인 모듈 개발
- 오염 미생물의 FIFO 탐지에 대한 기존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PCR 기반의 프로토타입
개발
- 최대 높이 25cm와 직경 5cm 크기의 세라믹 용해 모듈(CerSep)이 탑재되었으며 40-μm, 5-μm,
600-nm 수준의 Al2O3 필터로 구성된 3단계 여과처리 모듈로 총 구성
[ 프라운호퍼 세라믹연구소의 PCR 기반 프로토타입(좌), 600nm 여과된 형광 이미지(우) ]

* 출처 : 유럽 나노 다공성 세라믹 멤브레인 연구 개발, KIAT, 2020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거나, 향후 관련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라믹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NOK, NDK, Toshiba, Toto, Nippon Cement) 중심으로 세라믹 분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세라믹 멤브레인은 정수 시스템에 적용
▪ 세라믹 필터의 실용화 사례로는 코닝, NGK 등의 일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코디어라이트
(Cordierite)계 필터를 들 수 있고 고융점의 SiC 필터가 일본 Ibiden사에 의해 개발되어 프랑스의
푸조 승용차(Peugeot 607)에 장착되어 양산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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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일본을 중심으로 무기물로 이루어진 세라믹 분리막에 대한 연구 가속화
▪ 수처리용 세라믹 분리막은 다양한 무기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하며 고분자 분리막 대비 우수한
내열성, 내약품성, 내유기 용매성 및 강한 기계적 강도를 가짐.
▪ 세라믹 소재 분리막은 주로 정밀여과 및 한외여과막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나노 여과 및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음
▪ 강력한 세정제뿐만 아니라 고온의 열처리에서도 파울링을 제거할 수도 있고 수명이 긴 장점을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 알루미늄산화물 (Al2O3), 티타늄산화물 (TiO2), 탄화규소 (SiC), 질화규소 (Si3N4), 산화지르코늄
(ZrO2) 등을 소재로 세라믹 분리막이 제조되고 있음
▪ (Whatman, Synkera technologies) 알루미늄을 양극산화(Anodic Aluminum Oxide, AAO)시켜,
원통 기공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을 개발
- 조건에 따라 기공의 크기를 10~200nm로 조절가능하고 1000oC의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AAO 세라믹 분리막은 여과과정에 사용되는 디스크 필터로 제조되고 있고, Synkera 사는 대면적화
연구를 계속 진행 중
- 현재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극한 환경에서 활용성이 뛰어난 세라믹 소재의 특성을 살리는 기능성
분리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됨
[ 양극산화시킨 알루미늄(AAO)의 표면과 단면의 SEM 이미지(a)와 규칙적인 기공크기와 분포(b) ]

* 출처 : 기능성 분리막 제조 기술 및 응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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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세라컴) 세라믹 허니컴을 이용한 PM 및 NOx 처리장치인 디젤엔진 후처리 장치 개발
▪ 세라컴의 디젤엔진 후처리 장치는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THC, Total Hydro Carbon),
일산화탄소(CO, Carbon monoxide),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 매연(Smoke) 등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세라믹촉매의 반응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표면적이 높은 허니컴 형상으로 압출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세라컴의 세라믹 허니컴(좌)과 이를 이용한 디젤엔진 후처리 장치(우) ]

[ ㈜세라컴의 자동차용 촉매 지지체(좌)와 자동차용 매연저감장치(우) ]

* 출처 : 세라컴, www.ceracomb.com

 (한미프렉시블) 세라믹 필터의 항균, 흡착, 정화 기능을 이용한 자연에서 태어난 세라믹
가열스티머 “휴세라”
▪ 한미프렉시블의 세라믹가열스티머 「휴세라」는 세라믹 필터를 통과한 물을 100℃로 가열하여 세균
없는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확산시켜 주므로 가습기 살균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음

[ 한미프렉시블의 세라믹가열스티머 「휴세라」 ]

* 출처 : 가습기의 새로운 페러다임에 도전한다, 한미프렉시블, www.hanmifl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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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학교 연구팀) 세라믹 분리막과 광촉매 혼합공정을 이용한 고도수처리 기술개발
▪ 고탁도 원수의 고도정수처리를 위하여 탁질 제거를 위한 관형 세라믹 한외여과와 용존 유기물
제거를 위한 광촉매를 하나의 모듈로 구성하여, 모사용액을 대상으로 TiO2 광촉매를 코팅한 구의
농도, 물역세척 주기 및 시간에 따른 막여과 특성 및 처리효율을 연구
[ 주기적 물역세척이 가능한 세라믹 한외여과와 광촉매 코팅 구의 혼성 수처리 공정장치도 ]

* 출처 : 세라믹 분리막과 광촉매 혼합공정을 이용한 고도수처리 기술 동향, 세라믹소재정보은행, 2014

 (한국화학연구원 응용화학연구부 연구팀) 고분자섬유의 ‘튜브형 지지체’와 나노 크기의 ‘미세
고분자층’, 그리고 미세 고분자층을 덮고 있는 ‘나노광촉매’의 3개 층으로 구성된 산업폐수 및
정수처리에 유용한 나노기술의 고효율 분리처리막 개발
▪ 광촉매 층은 오염유기물들이 표면에 쉽게 달라붙지 않게 하고 또 달라붙은 오염물의 경우 빛으로
분해하게 작용
▪ 미세 고분자층의 경우 50nm에서 100nm의 미세 구멍이 뚫려 있어 오염물질을 걸러줌.

 세라믹 멤브레인 관련 업체는 동서세라믹, 나노기공소재 등 몇몇 소규모 기업이 주로 다공성
알루미나 분말을 구입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수요 및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생산 활동은
제한적
▪ 세라믹 분리막 기술수요 중 액체분리 시장인 음료, 식수공정(쥬스, 음료수. 분리, 포도주 등), 방사선
폐수, 종이펄프 산업의 폐수, 섬유산업 폐수처리, 석유화학공정(용매회수, 촉매회수), 발효산업
(미생물분리, 이스트분리, 바이오매스 고형체 분리)등에서 많은 수요가 존재
▪ 현재 국내에서 세라믹 분리막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세라컴, 나노기공소재,
영진세라믹 등이 자체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소량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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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상상한자리

민간기업

연구분야
•‘친환경 다공성 세라믹 여과 소재 개발

•수처리용 다공성 분리막 연구
• 생활공간 내 복합 실내공기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다공성 세라믹 유전체 장벽 방전 시스템

•실내 유해물질의 장기적 제거성능을 보유한 바이오
세라믹 조성물 소재의 코팅제 개발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친환경 다공성 세라믹 여과 소재 개발
▪ 출발원료의 과립화에 의한 기공채널크기 제어기술 개발
▪ 세라믹 다공체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 필터소재로 활용 가능한 나노다공성물질의 설계 및 합성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수처리용 다공성 분리막 연구
▪ 기상법에 의한 원료 분말 합성
▪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합성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라믹 유전체 장벽 연구
▪ 건물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실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한 다공성 세라믹 유전체 장벽
방전 시스템 핵심요소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

 상상한자리 바이오 세라믹 연구
▪ 바이오 세라믹 조성물 기반으로 각종 실내 유해물질 제거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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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 동향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은 ’10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전체의 36%의 출원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29%, 미국은 25%, 유럽은 10% 순으로 나타남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연도별 출원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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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5년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내국인 위주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미국과 유사
▪ 한국의 출원수에 비해 100% 정도의 수준을 보임

 미국은 ’12년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
 일본의 출원현황은 출원수가 매년 15건 이하로, 뚜렷한 증감 동향이 나타나지 않음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한 동향을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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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9년~2020년)에서 Ceramic Membrane, Suspended Solid, Produced Water 등
키워드가 다수 도출
▪ 최근 구간 분석결과, 최근 1구간(2012년~2015년)과 비교할 때, 2구간(2016년~2020년)에서
막여과 처리, 흡입용 여과펌프, 세라믹 분리막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에는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9년~2020년)

•Ceramic Membrane, Suspended Solid, Produced Water, 세라믹막 모듈, Waste Water, 엘리먼트 집합체,
세라믹 필터, 원수가 유입, 집속 고정, 세라믹 분리막

최근구간(2012년~2020년)
1구간(2012년~2015년)

•Ceramic

Membrane,

Waste

Water,

2구간(2016년~2020년)

Produced

•Ceramic

Membrane,
여과펌프,

막여과

탈수용

처리,

슬러지,

원수가
세라믹

유입,

Water, Oil Bearing Formation, Suspended Solid,

흡입용

Functionalized Membrane, Free Oil, Emulsified Oil,

슬러지 탈수케익, 가압막 처리수, 슬러지 가압막여과부,

분리막,

Permeate Stream, Producing Highly Hydrophilitic

침지막여과부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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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 및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일본의 NGK
INSULATORS LTD인 것으로 나타남
▪ 제 1 출원인인 NGK INSULATORS LTD의 출원은 일본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관련 기술로 세라믹 소재를 다루는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개인)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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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NGK INSULATORS LTD
 NGK INSULATORS LTD는 일본 기업으로, 세라믹 기반 멤브레인 산기장치에 대한 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 그 중 등록된 특허는 50건
[ NGK INSULATORS LTD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4056281
(2002.04.10)

산기판홀더를
이용한
멤브레인산기장치

기설의 산기판홀더를 이용하고,
간단하고 염가로 멤브레인으로의
치환을 할 수 있는
멤브레인산기장치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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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N NANOVATION AG
 ITN NANOVATION AG는 독일의 세계적인 수처리 기업으로, 하수 폐수로부터 세라믹 필터
기반 수처리를 실시하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유럽에 출원
▪ 폐수로부터 미생물을 제거하고, 방사성 폐수의 화학적 처리부터 하수플랜트까지 다양한 유해물질
제거 세라믹 기술에 관련하여 출원을 진행한 특허 모두 유럽에 출원한 것으로, 자국 내 출원 성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기술과 관련하여 9건의 미국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등록된 특허는
5건으로 파악
[ ITN NANOVATION AG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EP2794496
(2012.12.18)

Multi-barrier system
for water
treatment

폐수로부터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폐수를 세정하기 위한 다중 방벽
시스템

EP2754158
(2012.08.22)

Process for the
separation of
radioactive nuclides
by ceramic
filtermembranes

방사성 핵종 함유 물의 화학적 전처리
기술로 방사성 핵종 함유 지하수로부터
공정 또는 음용수를 회수하는 방법

EP2310115
(2009.08.04)

Filter unit for
treating water and
other liquid media
and process for
producing the
same

2개의 세라믹 필터 멤브레인을 위한
마운트를 포함하고,세라믹 필터
멤브레인은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되고,
각각 필터-활성 외측 측면 및 여과된
물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내부 누운 배출
채널을 갖는 수처리용 필터

EP1984100
(2007.02.17)

Purification method
for effluent

하수 처리 플랜트, 특히, 유출물용
적어도 하나의 활성 슬러지 탱크 및
유출물용 적어도 하나의 침전 탱크를
포함하는 소형 하수 플랜트

US8070948
(2007.02.17)

Method of
purifying
wastewater and
sewage treatment
plant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한 적어도 1매의
세라믹계의 막을 포함한 여과기를 갖는
소형 오수처리 장치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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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OTA CORP
 KUBOTA CORP는 일본의 중장비 제조기업으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과 관련하여
’02년도 9월부터 출원을 시작하여 아직까지 등록된 특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KUBOTA CORP의 공개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제거 세라믹 멤브레인 모듈에 관한
기술개발이 중심인 것으로 판단
[ KUBOTA CORP 주요특허 리스트 ]
공개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JP2004-098002
(2002.09.12)

Method for washing
ceramic membrane
module

막 튜브의 바깥 둘레 표면에
부착시킨 오염물질이 효율적으로
벗겨지고 제거되고 인접 막 튜브
사이의 패시지가 클러깅되는
세라믹 멤브레인 모듈을 세정처리

JP2003-334428
(2002.05.21)

Ceramic membrane
module and method for
removing contaminant
on membrane surfaces
of ceramic membrane
module

멤브레인 요소를 쉽게 그리고
충분히 점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할수있는 세라믹 멤브레인
모듈

JP2003-311267
(2002.04.19)

Water cleaner

얇은 직선 튜브의 형상을 갖는
다수의 세라믹 멤브레인 번들로
내구성을 보유한 오수 여과기

JP2003-311131
(2002.04.19)

Ceramic membrane
module

장 시간 여과 작용 용량을
유지하는 것의 가능한 세라믹
멤브레인 모듈

Ceramic membrane
module

케이싱에 있는 수평방형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처리될 물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부를 포함하는
멤브레인 요소에서 패시지 초크를
방지할 수 있으는 세라믹 멤브레인
모듈

JP2003-154239
(2001.11.20)

도면

* 공개특허 기준, 최신특허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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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주요 특허 분석
◎ 지앤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지앤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한국의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기술에 있어서, 축산폐수 및 슬러지 탈수, 여과막에 오존을 주입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
[ 지앤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034823
(2019.02.26)

세라믹막을 포함하는 언니딩
전처리부를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 방법

축분과 축뇨의 짖이김과 혼합을
방지하는 언니딩 전처리부 및 이를
포함하는 축산폐수 처리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 방법

KR1973737
(2018.10.29)

침지막을 이용한 부상분리
공정에서의 슬러지 탈수케익
생성 방법

부상분리조에서 생성된 슬러지를 농축
및 탈수하여 슬러지 탈수케익을
생성하는 방법

KR1973740
(2018.10.29)

침지막과 가압막을 이용한
세라믹 막여과 공정에서의
오존 주입 방법

세라믹막을 포함하는 침지막여과부에서
생성된 처리수에 오존을 주입하는 방법

KR1973738
(2018.10.29)

침지막과 가압막을 이용한
세라믹 막여과 공정의 세정
방법

가압막을 이용하여 세라믹 막여과
공정에서 세정을 수행하는 방법

KR1973739
(2018.10.29)

침지막과 가압막을 이용한
세라믹 막여과 공정에서의
염소 주입 방법

세라믹막을 포함하는 침지막여과부에서
생성된 처리수에 염소를 주입하는 방법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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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순기
 백순기는 한국의 개인출원인으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기술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설비회사인 주식회사 디에스기술과 공동으로 특허를 5건 출원하였으며, 5건 특허 모두 등록된
것으로 확인
[ 백순기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834334
(2015.09.21)

천연바이오 추출물과
농축미생물 기능성
세라믹을 연계한
저수지 녹조제거 및
수질정화장치

저수지에서 발생되는 조류를 연잎추출물과
자몽종자 추출물, 키토산 올리고당을
활용하여 조류의 세포막투과성을 변형시켜
조류를 사멸시키고 사멸된 조류를
농축미생물에 의해 산화분해시키며, 기능성
세라믹에 의해 효과적으로 인을 흡착
정화시키는 저수지 녹조 제거 및 수질정화
장치

KR1461617
(2012.09.19)

자성부유세라믹을
이용한 수질정화 및
녹조방지장치

수면에 떠 있도록 발포체를 이용하여 부력을
구비한 부유체와, 부유체를 연결하는
연결로프와, 수질을 정화하도록 구비되는
자성부유세라믹을 이용한 수질정화 및
녹조방지장치

KR1152430
(2009.03.09)

기능성세라믹
수질정화부도

수생식물을 강 또는 담수호의 수면에
유동하지 않도록 배치하여 인공부도를
조성하되, 하단에 기능성세라믹을 종방향으로
다수 연설하여, 기능성세라믹 작용으로 강,
담수호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세라믹 수질정화부도

KR0531920
(2003.12.02)

하천 직접정화공법

오염된 하수를 기능성세라믹으로 조성된
여울과 소를 흐르면서 자연정화되는 하천
직접정화공법

KR0453199
(2003.05.30)

기능성세라믹에 의한
호수 수질정화장치 및
방법

태양광폭기장치에 의해 끌어올려진 심층수가
접촉산화조와 세라믹 자연정화조에 접촉하는
일정시간 동안 오염된 호소수를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성세라믹에 의한 호수
수질정화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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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희
 최재희는 한국의 개인 출원인으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기술을 활용한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기반 액비정제장치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4건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진행한 4건의
특허 중 1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
[ 최재희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2100991
(2018.06.07)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액비정제장치

가축분뇨, 축산폐수 또는 축산세척수를
처리하여 발생하는 액비 또는 처리수에
대해 분리 과정을 거치는 처리장치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 문헌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 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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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10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
▪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84으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주요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NGK INSULATORS LTD(일본)

12

3.5%

0.03

1

ITN NANOVATION AG(독일)

9

2.6%

0.06

2

KUBOTA CORP(일본)

9

2.6%

0.09

3

지앤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한국)

6

1.7%

0.10

4

백순기(한국)

6

1.7%

0.12

5

METAWATER CO., LTD.(일본)

6

1.7%

0.14

6

LANCE ENERGY SERVICES,
LLC(미국)

5

1.4%

0.15

7

METAWATER CO LTD(일본)

5

1.4%

0.17

8

SHO ENERGY.COM:KK(일본)

5

1.4%

0.18

9

최재희(한국)

4

1.2%

0.19

10

전체

346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105

83.6%

0.84

대기업

3

2.5%

연구기관/대학

17

13.9%

전체

122

100%

CR4=0.10
n

CR중소기업=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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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소송 현황분석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관련 특허소송 이력은 검색되지 않음
▪ 따라서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세라믹을 이용하지 않는 유해물질 제거기술과 관련해서는 27건의 소송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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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167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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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23)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Municip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process with by

요소기술 후보

water, membrane, filter, product and drinking water recycle
무기필터 세라믹을
클러스터 ceramic, filtrate, remove,
•Water activating and purifying method, water activating 이용한 유해물질
01
backwash, purifier, raw,
제거기술
and purifying apparatus using it, ceramic filer for water
solve
activating and purifying apparatus and uv device
metal, filter, ion, treat, •Method and plant for treating wastewater from a
metal foundry
클러스터 sewage, ceramic, tank,
세라믹 소재 이용
02
material, comprise,
•Livestock sewage treating system and sewage treating 필터 제조 기술
liquid
method

클러스터
03

ceramic, water, purify, •Method and apparatus for treat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laundry wastewater
membrane, material,
treatment, bodied,
•Fenton reactor and method for sewage treatment
purifier, tank, effluent
using the same

membrane, water,
ceramic, produce,
클러스터
process, filtrate, oil,
04
compound, stream,
solution
membrane, water, oxid,
클러스터 wast, filtrate, process,
05
pretreat, reaction, redox,
function
클러스터
06

클러스터
07

클러스터
08

membrane, water,
element, ceramic, air,
porous, module,
supplies, diffuse, flow

•Oil recovery process including treating permeate from a
ceramic membrane to enhance oil recovery
•Method and apparatus for washing ceramic membrane

세라믹 촉매
지지체를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
기술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and destruction of
sharps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halogenated

다공성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hydrocarbon waste materials
•Anti-pollution electrocatalysis composite membrane and
membrane reactor
•Clarification

apparatus

and

clarification

method

of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대기환경
적용 기술

voc-contaminated water

membrane, separate,
fluid, water, ceramic,
particle, circular,
fluoride, cathode,
calcium

•Electrolytic process to produce sodium hypochlorite

water, vessel,
membrane, ceramic,
storage, filter, treat,
treatment, miner,
hydroxide

•Faucet installation type water purifying and activating

using sodium ion conductive ceramic membranes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Electrochemical systems and methods for operating an
electrochemical cell with an acidic anolyte

apparatus
•Plant for treating polluted water, and method for the

세라믹 담체를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operation thereof

water, fluid, membrane,
•Method for treating impurities contained in exhaust 세라믹 멤브레인을
filtrate, wastewater,
클러스터
gases of ships, ship with exhaust gas scrubber
remove, treatment,
이용한 유해물질
09
contaminate, comprise, •Method of reutilizing wastewater
제거기술
stream

2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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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관련 특허에서 총 10개의 주요 IPC코드(메인그룹)를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메인그룹) 내용

요소기술 후보

•(B01D-067) 분리공정이나 장치를 위한 반투막생산에 특별히
적합한 공정
•(B01D-063)

반투막을

이용한

분리공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세라믹 멤브레인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B01D-061) 반투막을 이용한 분리공정, 예. 투석, 삼투;
또는
(B01D)
분리

한외여과

특별히

만들어진

관련장치,

부속품

및 세라믹 소재 이용 필터 제조 기술

보조조작
•(B01D-069) 형상,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분리공정 또는 장치를 위한 반투막; 이를 위해 특별히
적합한 생산공정
•(B01D-071)

재료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분리공정

또는

장치를 위한 반투막; 이를 위해 특별히 적합한 생산공정
•(B01D-065)

반투막을

이용한

분리공정

또는

장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 또는 보조조작

(C02F)
물, 폐수, 하수 또는
오니

(E21B)
지중 또는 암석의 굴착

다공성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

-

•(C02F-003) 물, 폐수 또는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C02F-001) 물, 폐수 또는 하수의 처리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C02F-009) 물, 폐수 또는 하수의 다단계 처리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E21B-043) 갱정에서 석유, 가스, 물, 용해성 또는 용융성
물질 또는 광물의 현탁액(懸濁液)을 채취하기 위한 방법 또는

-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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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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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세라믹 소재 이용 필터 제조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무기필터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 멤브레인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다공성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대기환경 적용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세라믹 담체를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세라믹 촉매 지지체를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빅데이터 SW

전문가추천

이미지 및 음성인식 기능의 순시 활용 가능한 자체 훈련된
AI 도구

전문가추천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기술의 중요성 및 중소기업 적합성
▪ 장기로드맵 전략제품의 경우, 기술개발 파급성 지표를 중장기 기술개발 파급성으로 대체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현황 분석

→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IPC 분류체계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

선정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전문가 추천

④ 핵심기술 확정

•선정된 핵심기술에

→

대해서 중복성 검토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핵심기술 보완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구축 개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핵심기술 ]
핵심기술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대기환경 적용 기술

개요
•유해물질 제거 기능을 갖는 세라믹 필터를 이용하여 대기환경
분야의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적용 기술
•유해물질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제거

기능을

갖는

분리막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라믹 소재 적용 및 코팅을 통한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제조에 관한 기술

세라믹 소재 이용 필터 제조 기술

무기필터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유해물질 제거 기능을 갖는 필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라믹 소재에 관한 기술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여 유해물질 제거 기능을 갖는 무기필터를
제조하는 방법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적용 기술
•유해물질 제거 기능을 갖는 세라믹 필터를 이용하여 수질환경
분야의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적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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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해외 기업 주도 기술의 국내 산업 맞춤형 국산화와 더불어 신뢰성/친환경성/양산성/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국내 주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
 세계수준의 유해물질 제거 세라믹 공정기술 보유를 위하여 국내 원천기술 확보 및 노력 지속
 산·학 연계 협동연구를 통한 개발기술 검증으로 국내시장 개척 및 선점 필요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적용 분야의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동반
2021년

2023년

최종 목표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대기환경 적용 기술

유해물질 제거능이
향상된 세라믹
필터의 대기환경
적용 기술 개발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개발

세라믹 소재 이용 필터
제조 기술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무기필터
세라믹 개발

무기필터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무기필터 세라믹
적용 유해물질
제거능 고효율 확보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유해물질 제거능이
향상된 세라믹
필터의 수질환경
적용 기술 개발

* 표시는 생태계 취약 기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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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대기환경
적용 기술

세라믹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세라믹 소재
이용 필터 제조
기술

무기필터
세라믹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기술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수질환경
적용 기술

기술요구사항

최종목표

연계R&D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라믹 필터의 대기
유해물질 제거능
확인

세라믹
필터 소재
개발

대기
유해물질
제거능에
대한
세라믹
필터 성능
개선

대기
유해물질
제거능이
확인된
세라믹
필터
양산화

유해물질 제거능이
향상된 세라믹
필터의 대기환경
적용 기술 개발

기술혁신,
산학연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제조 기술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개발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성능 개선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양산화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분리막 제조
및 코팅 기술 개발

창업형,
기술혁신,
산학연

다공성 세라믹 소재
적용

세라믹
소재 적용
무기필터
개발

세라믹
소재 적용
무기필터
성능 개선

세라믹
소재 적용
무기필터
양산화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무기필터
세라믹 개발

창업형,
상용화

무기필터
세라믹
적용분야
개발

세라믹
소재 적용
무기필터의
유해물질
제거능
확인

무기필터 세라믹
적용 유해물질
제거능 고효율 확보

기술혁신,
산학연

세라믹
필터 소재
개발

수질
유해물질
제거능에
대한
세라믹
필터 성능
개선

유해물질 제거능이
향상된 세라믹
필터의 수질환경
적용 기술 개발

기술혁신,
산학연

세라믹 소재 적용
무기필터의
유해물질 제거능
확인

세라믹 필터의 수질
유해물질 제거능
확인

무기필터
세라믹
적용
유해물질
제거능
고효율
확보
수질
유해물질
제거능이
확인된
세라믹
필터
양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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