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을 제공하는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2020. 09. 23.

IT소재부품연구본부장

조 진 우

01 무엇이 문제인가?

Contents Table

 우리가 걸어온 길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일본의 성공 사례

02 어떻게 할 것인가?
 소부장 2.0 전략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과 ICT 소재·부품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03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략
 국가 R&D 지원 전략

01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걸어온 길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일본의 성공 사례

02 어떻게 할 것인가?
 소부장 2.0 전략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과 ICT 소재·부품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03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략
 국가 R&D 지원 전략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의 대응
1.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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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ㅣ 우리가 걸어 온 길
'99년 외환위기 원인분석 과정에서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문제
▶ 국내 수요기업이 국산 부품·소재 사용하지 않는 원인 신뢰성 문제 때문
▶ 한국은 “기계, 부품을 수입해 조립 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 생태계 구조” (오마에 겐이치)
한국경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어김없이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마는 체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품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공작기계나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랑하는 ‘세계최고명품’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제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수출이 늘면 대일 무역역조도 함께 늘

어난다. 한국이 이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은 산업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눈앞의 이익이나 무역수지에만 급급해왔다.
오마에 겐이치
1999. 8. SAPIO 기고문

출고 후 3년 차량 / 평균: 37개사

(단위 : %)

구분

선진국의

조사년도

12.0

3배

8.5
6.0

3.0

한국(순위)

일본

유럽

미국

평균

2.42(35위)

1.10

1.14

1.35

1.67

초기품질지수

1998

(IQS)

2004

1.17(2위)

1.11

1.22

1.23

1.19

내구신뢰성

2003

3.42(31위)

1.96

1.93

2.64

2.73

(VDS)

2004

3.75(32위)

2.07

2.10

2.62

2.69

내구신뢰성

국산

선진국과

2배 차이

선진사

미국시장에서는
연비, 성능보다
오래탈 수 있는

내구신뢰성지수
→ 3.75 (32위)

내구신뢰성(50%)을
우선 고려

VDS (Vehicle Dependability Study)

Consumer Report ['03.12] 조사, '98-'03년 구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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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ㅣ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소재·부품 정책 연혁

▶ 우리정부 최초의 소재·부품 정책은 대일무역적자 등 무역역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수입선다변화 정책(1978년)
(내용) 일본과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특정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제한
(배경) 1978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 (22.6 달러) < 대일 무역적자 (33.5억 달러)
(기간) 1978년 시행, 단계적 축소 거쳐 WTO 체제 출범에 따라 1999년 폐지

▶ 이후 소재·부품기업법(약칭) 제정과 함께 현재까지 R&D에 5.4조원 투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1년)
(목적)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관련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균형 발전
(내용)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통계 작성, 전문인력 양성 등
출처: 국가기록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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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ㅣ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소재·부품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분야는 자체조달률이 90% 상회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산이 3배, 수출이 5배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 전환
* (생산) 2001년 240조원 → 2017년 786조원, (수출) 2001년 646억달러 → 2018년 3,409억 달러
* (무역수지) 2001년 △9억 달러 → 2018년 1,375달러

▶ 그러나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도는 여전히 낮고 대일 무역적자도 장기간 지속
- 2001~2017년 간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60% 중반 수준에서 정체
* (자체조달률)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45%, 기계: 61%, 자동차: 66% 등 (산업연구원, 2018)

- 2018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대부분 차지
* 소재·부품·장비 교역에서 미, 중, 일, EU 중 일본만 장기간 무역적자 ('01년 △128억 → '18년 △224억 달러)
출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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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ㅣ 내적 한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진단
소재·부품·장비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부족, 개발과 생산의 단절,
투자부족, 환경·노동 애로 등으로 빠른 기술확보와 산업 성장에 한계
◈ 수요 · 공급기업간의 긴밀한 협력모델 부재와 전문기업 출현 제약

◈ 기획 – 기술개발 – 실증/양산 Test – 생산단계의 단절 현상

◈ R&D 전략과 투자 결정제도가 적시성 있는 핵심기술 확보에 한계

◈ M&A, 벤처투자 등 시장을 통한 기술확보 시도와 자금지원 부족

◈ 환경 · 노동 관련 규정이 신속한 R&D 투자 · 생산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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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ㅣ 실패 & 성공 사례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공/실패 사례
가. 실패사례
▶ 기술개발 완료 후 수요기업의 미채택으로 사업화 실패
A 社는 나노카본소재를 이용한 전자판 차폐용 가전 및 차량 부품을 개발하였으나(`16), 수요기업인 B 社 등이 부품을 채택하지
않아 사업화 실패

▶ 수요기업의 리스크 회피성향 및 견고한 기존거래처 등 진입장벽
C 社는 스마트폰용 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에 필요한 초미세 세라믹 소재를 개발하였으나(`18), 수요기업인 D社는 기존
해외공급처와 계속거래

나. 성공사례
▶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사업화 성공
E 社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조회사로 수요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성능평가, 장비 채택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공
(`18년 매출액 2,870억원, 영업이익 580억원)

▶ 장기간 기술개발 인내를 통한 사업화 성공
F 社는 총 26년(`79년~`05년)에 걸친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아라미드섬유를 개발, `05년 사업화에 성공하여 연평균 5,000톤(약 1,500억원)
생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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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ㅣ 일본은 어떻게 성공을 했나?
일본은 어떻게 소재부품 강국이 되었나?
01 일본은 세계 분업구조에서 “부품, 조립, 제조”를 담당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분업 구조

02 모노즈쿠리 기반 “제조 기반 기술진흥 기본법”

(미국과 일본의 스마일커브 비교)

높
음

'99년 3월부터 지속적인 고급 제조기술 진흥 지원

부
가
가
치

용접, 성형, 가공 등 26개 분야 R&D 지원
열처리, 비파괴검사, 물성측정 등 신뢰성 기술 개발

낮
음

설계·개발

부품

조립·제조

판매

애프터서비스

(한국기계산업진흥원 자료 기반 재구성)

인력확보, 산업 집적화

토요타 자동차의 상생 협력 성공 사례

03 중소기업-대기업 간 “탄탄한 연대”

원가 연동 납품제(1960년)

일본은중소기업과대기업간에밸류체인에해당하는각각의기업들의
안정적소재 개발및 납품이공동 경쟁력향상으로이어지며
상호공생하는 ‘의리인정(義理人情)’ 관계가산업계전반에형성

종속적 납품 구조

3:3:3 성과공유제(1995년)
타기업과의 자유로운 납품거래 인정

* 1949년 덴소 창업, 현재 세계 3위 자동차부품업체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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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소부장 2.0 전략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소부장 1.0 Vs 소부장 2.0
구분
➊ 전략
➋ 대상

➌ 품목

소부장 1.0 대책 (`19)

→

日 수출규제 긴급대응 대책
방어적 : 守 城

미래 선점 +GVC 재편대응형 중장기 전략
확장

글로벌 차원 + 미래 밸류체인

6대 주력산업 중심

신산업 확대(Big 3, 로봇, 환경ㆍ에너지, S/W 등)

100개 품목

신규

‘22년까지 5조원
IP R&D 지원
-

신규

4대 공공연 Test-bed
-

338+α개(첨단형 158, 범용형 180개)
차세대 선도기술 확대(20.下 전문가 검토 및 선정)

확장

➎ 실증·양
산

공세적 : 攻 城

특정국가 + 현재 밸류체인

핵심전략기술
➍ R&D

소부장 2.0 전략 (`20)

‘22년까지 5조원 + 추가 확대
* 특히 빅3산업 ’21년 2조원 수준 투자 등
IP R&D 의무화(핵심전략기술 대상)
신소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15개 공공연 Test-bed(~20년 244종)

확장

- 12 -

-8-

기술지원(32개 공공연 융합혁신지원단,
13개 大學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

어떻게 할 것인가 ㅣ 소부장 2.0 전략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 (이번 대책의 의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

1.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생산 역량 확충
▶ (차세대기술 투자)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Big3 산업 등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에 R&D 투자 적극 확대
▶ (디지털 소재개발) 데이터활용·확산으로 개발비용·기간 70% 이상 단축 가능한 소재혁신 AI플랫폼 구축
▶ (협업) 향후 5년간 협력모델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 산·학·연 협력모델,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 등도 확대
▶ (생산지원)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신뢰성‧양산 평가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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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4차 산업혁명과 ICT소재·부품

VS

 초지능

추진전략

 초연결
 초융합

13대 혁신성장동력 추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

 수입선 다변화로 쏠림 현상 지양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강화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

?

탈 일본 &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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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4차 산업혁명과 ICT소재·부품
▶ (기존방식) 인간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 전달받아 →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
▶ (미래사회)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센서&IoT)를 기반으로 사물 스스로 상황을 인지·분석하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

Interactive
Connection

Interactive
Connection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고속인터넷

스마트센서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를 전달

IoT

ICT소재부품

4차 산업혁명 대표 제품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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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4차 산업혁명과 ICT소재·부품
자율
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초연결
사회

신재생
에너지

초고속
통신망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지능형
로봇
가상증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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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4차 산업혁명과 ICT소재·부품 (스마트센서)

(특징 및 용도) 스마트센서는 정보를 생성하는 첫 핵심부품으로 지능화, 소형화, 융복합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견인하고 스마트 홈, 병원,
맞춤형 헬스케어 등 편리한 미래 생활은 물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등 첨단 미래 신산업 고도화

스마트센서

스마트 공장/로봇/3D프린팅

스마트 홈/빌딩/시티
(가전/건강/안전/에너지)

스마트
미래 생활
고도화

스마트
미래 산업
고도화

(생산/물류)

Nano/MEMS/SoC
Internet of Thing
Edge Computing

스마트 병원

스마트 자동차/드론

(원격/예방/진단/치료)

(자율주행/진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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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스마트센서)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전망
 스마트센서가 4차 산업혁명의 첨병으로 부상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IoT 등 신산업 성장 기반
 해외 글로벌 기업인 STM, Bosch, Honeywell, Analog Device 등에서 스마트 센서 R&D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홈,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센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는 주력산업인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센서 탑재 증가로 이미지센서와 자동차용 센서가 성장을 견인 중
* 국내 생산은 '12년 1.5조원에서 '17년 3.9조원으로 연평균 27%의 고성장을 했으며 국내 약 300개 기업이 참여 중

→ 고감도 신소재와 초정밀 공정 적용을 통해 초고감도, 초소형, 다기능, 지능화 등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 센서 개발을 통해 지능형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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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스마트센서)
국내 기술 수준 및 투자 방향
 국내 기술 수준
 국내 센서 기술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R&D 투자도 미흡
* 최고 수준 보유국 대비 이미지센서는 87% 수준이나 전체적으로 78% 수준 이하
* 특히, 가치사슬 중 소재/소자 분야가 56%로 매우 낮으며, 양산 역량이 낮음

 현재 국내 삼성, 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대기업이 투자하는 시장규모가 큰 이미지센서, 마이크로폰 등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센서기업은 모듈화에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센서 소재 및 공정, 핵심 소자 기술은 크게 뒤쳐져 있음

 투자 필요성
스마트센서 수요 전망

[시장동향]
 세계 센서시장 규모는 2018년 1,522억불 → 2023년 2,834억불 (CAGR 13.2%)

“저가화, 고속화, 저전력화”

 센서 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이 세계시장의 70% 점유, 국내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3%에 불과
* ((일)Hamamatsu, Murata, Kyocera, (EU) Bosch Sensortec, Melexis, (미) InenSense, Honeywell

센서 갯수

 센서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규모로 성장했으며 한국의 축적된 반도체 기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
[투자방향]
 스마트센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국내산업의 고도화 성장이 오히려 센서 수입을 부추기는 부작용 초래
 주력산업의 지능화와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센서 소재/소자 공급 체계 마련 및 R&D 투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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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량

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스마트센서)
기술 개발 방향

Brain Sensor

NewT-Sensor

신기능 센서 출현
New Tech
New Application

3D Sensor
uHS Sensor

고지능화 가속
Deep Learning
Edge Computing

FP Sensor
DeepLearning Sensor
AI Sensor

초소형/저전력/융복합화
Nano M/E/P
초고집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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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se Sensor

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5G 통신)

(특징 및 용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결성(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환)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화된 융합 네트워크(전송속도 향상, 초저지연 실시간 연동, 네트워크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기반의 네트워크 등) 구축이 필요
* 기존 4G 대비 20배 이상 빠른 전송속도, 0.001초 이내 실시간 반응, 백만개/km2 수준의 센서 & 기기와 동시 접속

5G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High data rate
High data rate
+
Low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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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5G 통신)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전망
 5G 이동통신은 Sub-6GHz 와 mm-wave(28GHz 이상) 의 광대역 주파수 사용
* 한국은 Sub-6GHz (6GHz 이하 주파수 대역) 만 지원, 미국은 ‘20년 상반기 39GHz 대역 상용 서비스 시작

 현재의 스마트폰 부품국산화율 90%에 육박하고 있으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힘입어 카메라 모듈, FPCB 등은 국산화율 높음(1차 벤더 기준)
* 1차 벤더들의 원재료 구입처는 여전히 대부분이 일본 기업에 의존
* 스마트폰용 RF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1곳 뿐이며 대부분 Qualcomm, Qorvo, SKYWorks 등의 미국기업과 무라타 등의 일본기업에서 수입

 mm-wave(28GHz 이상) 주파수 대역 사용을 위해서는
통신용 반도체, 기판소재 및 패키징 방식까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저손실 방열 차폐 소재 사용 및 IPD(Integrated Passive Device) 및 WLP(Wafer Level Pkg),
AIP(Antenna In Pkg) 등의 신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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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5G 통신)
국내 기술 수준 및 투자 방향
▶ mm-wave(28GHz 이상) 적용을 위한 5G용 소재 중 가장 시급한 분야는 저유전율 소재
- 회로기판(PCB) 소재 부터 패키징 몰딩 소재까지 저손실, 저유전손실의 재료가 필요
▶ mm-wave(28GHz 이상) 능동회로를 위한 핵심 분야는 화합물 반도체 기술
-고속 화합물 반도체 소재 부터 공정, 회로기술까지 mm-wave RF 소재 부품 기술 필요

 국내 기술 수준
 (저유전소재) 1~2년전부터 두산전자에서 PCB용저손실 소재를, 네패스 등에서는패키징용 저손실소재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사업화 부진
* 미국의 HD Microsystems, 일본의 FUJIFILM, AsahiKASEI 등에서 주로 공급

 (패키징용 Molding compound) NAGASE, Sumitomo 등 일본 기업에서 전량 수입
* 일본의 NAGASE가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

 (능동회로소자) GaN반도체용능동회로공정기술은개발하였으나,10GHz이하주파수에서만사용가능, mm-wave어플리케이션을위한기술은부재
* 미국의 Qorvo, SKYWorks 등에서 수입

 (mm-wave 화합물반도체 wafer 소재) 미국의 IntelliEpi, 일본의 Sumitomo 등에서 전량 수입
* 미국과 일본이 전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

 투자 필요성
(시장동향) 전량 수입 의존으로부터 탈피 시급하며 향후에는 100GHz 대역까지 5G 응용 시장의 확대가 예상
 유전소재 시장은 약 370M$ 규모로 HD Microsystems(미) 40%, FUJIFILM(일) 21% 차지
 패키징용 Molding compound 시장은 약 31M$ 규모로 NAGASE(일) 90% 차지
 mm-wave용 화합물 Epi wafer 소재 시장은 약 150M$ 규모로 IntelliEpi(미), Sumitomo(일)가 80% 이상 차지
 mm-wave용 화합물 공정 및 회로기술 시장은 약 400M$ 규모로 미국(Qorvo) 9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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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5G 통신)
기술개발 방향

5G mmWave

5G용 소재
(저유전, 패키징, 몰딩소재)
•
•
•

Dielectric material
Molding compound
Underfill

고성능 mmWave
부품
•
•

Compound Semiconductor
PA, switch, LNA, Antenna, filter

고집적, 소형화
패키징 기술
•

FOWLP, 2.5D interposer, 3D TSV, etc.

Source : Acct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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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반도체)

(특징 및 용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라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기계·사물의 지능화
→ 혁신적 반도체 요구 (초고속, 초지능, 초저전력)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반도체 응용 기술이 각종 산업에 적용, 신수요 창출(시장 고성장), 품목 다양화로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전례없던 장기 호황기(Super-cycle) 진입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통한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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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반도체)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전망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 1,302억불, 세계시장 압도적 1위 → 중국의 시장진출로 인한 위기

(시스템 반도체) 시장규모 2,304억불, 전반적인 경쟁력 취약
- 다품종 생산품목으로 메모리 반도체 대비 절대 강자 없는 구조
- 초고속 두뇌모방형 반도체·초경량 설계 기술 등장, 新소재 상용화 진행 중
- 다양한 응용시장(AR/VR 등) 등장, 이종산업 융합(자동차, 가전, 에너지 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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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반도체)
국내 기술 수준 및 투자 방향
 국내 기술 수준

 투자 방향
(투자 필요성) 정부·민간 투자 감소에 따른 반도체 산업 생태계 파괴가 진행 중
 반도체 산업은 전자, 기계, 물리, 화학 이론 등이 복합되는 선진형 첨단 융복합 산업분야로 지속적으로 인력 및 시설 투자가
중단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저하됨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라는 오해로 정부 R&D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전문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융복합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함
 또한, 중소 팹리스 육성을 통한 생태계를 구축을 도모하여 반도체 산업의 균형 발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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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방향
기술, 시장, 생태계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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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디스플레이)

(특징 및 용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되는 정보통신(ICT)을 바탕으로 정보의 시각화를 위한 디스플레이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신개념

플렉시블, 투명,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신소재

용액형, 양자점소재, 스트레처블

신공정

용액공정, 프린팅, 연속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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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디스플레이)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전망
 (산업패러다임 변화) 디스플레이 시장은 타 산업과 결합된 새로운 Application의 등장과 수요로 급격한 성장 전망
 삼성디스플레이, LGD 패널 메이커를 중심으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성장
* 세계 점유율 1위, 수출 205억불, 생산 52조 ('19년 기준)

 Io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의 등장으로 2035년 현 디스플레이 시장의 2배 이상 성장
전망
* '17년 $1,232억 → '35년 $3,011억 (IHS 17Q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 심화) 중국의 투자로 인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위기
 LCD의 경우 중국이 한국의 생산 능력을 추월하였고, OLED는 현재는 국내 기업의 독점이나 중국의 투자로 2020년 39%
이상의 시장을 중국에 내줄 것으로 전망

LCD
스마트 자동차 센서OLED

- 26 -

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디스플레이)
국내 기술 수준 및 투자 방향

 국내 기술 수준
 국내 패널 기업의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해 장비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분야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뒤쳐져 있음
- OLED 패널은 국내 기술이 가장 앞서 있으며 일본은 국내 대비 92.8% 수준
- 소재·부품은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며 장비는 92.8%, 소재는 90.5% 수준으로 0.6년, 0.8년 뒤쳐짐
- 공간형 신기능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 대비 85.1%로 수준으로 1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출처: 2017년 KETI 보고서

 투자 방향
(시장동향) 디스플레이 전체 시장은 '19년 1,282억 달러 규모이며, 국내 두개의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가 전세계 시장을 주도
- 시장 점유율은 한국 39.9%, 중국 31.3%, 대만 17.0%, 일본 11.0% 수준

(투자 필요성) 소재·부품·장비는 국산화 개발 중이나 대부분의 핵심 품목은 일본이 주도
-

국내 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장비와 일부 소재부품에만 국산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핵심 장비와 소재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주도
-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은 패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 중견기업 이하 규모로 후방 산업이 취약한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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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차세대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방향

디스플레이
기술혁신

혁신적
응용제품

성능과 형태적
한계 극복

신시장 창출용
유망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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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기타ICT소재·부품)

(특징 및 용도)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하는 전자소재부품 기술로 IoT와 연계한 초고속 통신 분야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용 전장부품 분야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 수동부품(인덕터, 캐패시터, 저항, 필터, 안테나 등)과 능동부품(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으로 구분

수동부품용 소재

ICT용 수동부품

스마트 전자 분야

능동부품용 소재

ICT용 능동부품

자동차 전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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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 기타ICT소재·부품)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전망
 IoT 및 스마트 자동차 분야가 4차 혁명을 주도할 첨병으로 부상하면서 IoT용 초고속 통신 부품, 자동차 전장용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통신용 부품) 저손실 및 고주파수 특성을 갖는 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필요
* 일본의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인 무라타, 교세라, TDK, 태양유전 등이 전세계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국내 부품 기업의 경우도 설계,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품용 원천소재의 경우 해외 기술에 의존

 (자동차 전장 부품) 고전압, 고집적 특성이 요구
* 고전압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능동부품의 경우 일본의 미쯔비시, 도시바, 후지전기, Rohm사 등이 세계시장 주도
* 국내는 능동부품 설계, 제작 공정, 패키징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웨이퍼, 에피기술 등 원천소재 기술은 해외에 의존

IoT용 스마트 전자기기

스마트 자동차 전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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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 기타ICT소재·부품)
국내 기술 수준 및 투자 방향
 국내 기술 수준
 (수동 부품)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소재 분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
- 유전체, 자성체 등 소재 분야 기술 수준의 선진국 대비 60~70% 수준

 (능동 부품) 웨이퍼, 에피기술의 경우 선진국 대비 20~30% 이하로 큰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패키징 분야의 경우 80~90% 정도로 세계 수준에 상응하는 기술을 보유 중

 공정, 패키징 기술은 대체로 확보되어 있으나, 원천 소재 분야로 갈수록 더 큰 기술 격차를 보임

 투자 방향
(시장동향) 스마트 기기 및 자동차 전장 분야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0%에 불과
- 캐패시터의 경우 일본 기업이 전세계 시장의 50%이상, 국내 시장도 30% 이상을 점유

(투자 필요성) 스마트 전자기기, 자동차 전장 분야에 고신뢰성을 가진 수입부품이 주로 채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산화 시급
- 국산 생산 부품은 일본에서 원천 소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부품이 대부분이며, 특히 전장 분야의 경우 높은 신뢰성/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성능 부품 개발에 집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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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 기타ICT소재·부품)
기술 개발 방향

수동 부품
( 인덕터,캐패시터,저항,
필터, 안테나 등 )

능동부품
( 압전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소형화

고 신뢰성

고주파

0603, 0402, 0201 등
칩 부품 소형화 기술

극저온/극고온(-45150C)
고신뢰성 부품 기술

5G/B5G 대응 20 GHz 이상
고주파 동작 기술

일반 전자기기 및
자동차 전장용 수동 부품

소형화

고 신뢰성

저 손실화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 기술

극저온/극고온(-45150C)
고신뢰성 반도체 기술

소비전력 최소화 반도체
및 패키지 기술

일반 전자기기 및
자동차 전장용 능동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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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데이터기반소재개발)

(정의) 전통적인 trial & error 방식의 소재 개발 방법론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확산을 통해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물성을 구현하고 신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접근법
(필요성) 신소재는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합성-시험-분석 사이클을 거쳐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시스템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재 개발 사이클도 혁신적으로 단축돼야 함

* 리튬이온전지 양극재료에 대해 실험적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조합을
Data mining 기법을 통해 분석해 최적 소재를 설계
(MIT Ceder 교수 그룹)

* 수소 저장 소재인 Li2Mg(NH)2에 대해 1600가지 소재 조합을 평가해
3개월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 개발
(미 Wildcat Discovery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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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ㅣ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데이터기반소재개발)
(추진 현황) 과기부 주도로 ‘27년까지 총 640억원 투입해 소재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정
•
•
•

‘20년부터 4대 소재정보은행(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간 통합연계 및 소재관련 R&D데이터 수집 관리 플랫폼 구축
=> ‘22년 이후 3대 분야(에너지‧환경/스마트‧IT/안전) 기술개발‧시범 서비스
AI 적용가능한 데이터 표준화/디지털화 및 신소재 및 합성ㆍ제조공정 설계, 시작품 제작 및 물성평가 추진(‘21~)
고난도 측정‧분석 기술공유 및 한계돌파형 新측정‧분석기술 개발(‘21~) 및 소재설계 AI 서비스 개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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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걸어온 길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일본의 성공 사례

02 어떻게 할 것인가?
 소부장 2.0 전략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과 ICT 소재·부품
 기술수준 분석 및 개발 방향

03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략
 국가 R&D 지원 전략

우리가 가야 할 길 ㅣ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략

01

수요-공급 기업 간 미스 매칭 심화
수요기업의 입장
• 값싸고 좋으며 산다?

공급(개발)기업의 입장

• 개발 정보는 보안상 공유할 수 없다?

• 아무리 좋아도 안 사준다?

•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품질 보증이 필요

• 수요기업이 정보를 공유 안 한다?

• 문제 발생 시 손실에 대한 보증 능력이 있어야

• 납품에 대한 보증 없는 과도한 개발 리스크

• 납품전 검증에 오랜 시간 & 비용 소요

(공급기업) 쓸만한 제품을 준비하는 기업 VS (수요기업) 쓸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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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 할 길 ㅣ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략
제안 수요- 공급 기업간 협력 강화
•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자문 및 테스트 비용 분담
• 개발 제품에 대한 수요-공급 기업간 상호 공동 검증
• 신기술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상호 공유
• 공급 기업이 타기업과의 자유로운 납품 거래 인정
• 공급 기업 개발 제품 구매 시 세금 감면 및 투자금 지원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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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 할 길 ㅣ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략

02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중견기업

중견기업

지원 필요

자체 해결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필요

지원 필요

“민간주도형
Fast Pass 프로젝트”

(중소기업) 단계적, 포괄적 지원 필요 VS (중견기업) 수요기업으로부터 성능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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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 할 길 ㅣ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략
제안 민간 주도형 소부장 Fast Pass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신속히 제품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나 공백기술 부재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2)에 의뢰하는 민간수탁 R&D 비용3)을 정부가 逆매칭 방식으로 분담(50%이상)
하여 과도한 비용부담 경감 및 민간 R&D 투자 촉진을 통해 수시·적기 기술확보를 지원
<테스트베트 활용 민간주도형 소부장 Fast Pass 추진 예시>
- 레퍼런스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을 선정*, 기술사업화를 위한 공백기술을 민간수탁 형태로 맞춤수행하고 정부가 비용 매칭**
* 기초･화학소재(화학연), 장비(기계연), 전자소재･부품(전품연) 등 분야별 전문연에 시범적용 후 확대 추진

** (매칭비율) 의뢰기업:정부 = 50:50
- 이를 통한 개발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용화 종합지원시스템 가동
* 개발된내용에대해서는▲테스트베드 활용 성능검증·양산적합성 검증,▲생산설비투자 지원, ▲금융지원 등 상용화지원 연계
→ 전문연 & 지역별 기 구축 테스드베드가 상용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주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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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 할 길 ㅣ 국가 R&D 지원 전략

01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 제품화 개발이 가능한 성능 목표 제시 필요

02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을 연계한 기술 개발 전략 도입 필요

03

중복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 필요

04

단기 소액이 아닌 중장기 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 필요

05

생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 기술 개발 지원 필요

* 세계 최고 기관이 아닌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제품개발 성능 목표 제시 필요

* 특허 연계형, 표준화 연계형 이외에 생산 현장 적용 시 가장 필요한 신뢰성 연계형 기술 개발

* 단순히 기술적으로 유사 과제 수행 여부가 아닌 상용화 성공 여부로 중복성 판단 필요

* 단기 소액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움

* 저가화, 양산성 적용을 위한 공정 단순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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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우리나라 소부장이 국산화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 이를 위한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 1년의 성과)
품목
불산

국내생산

수입국 다변화

액체

▪ (솔브레인) 공장 신증설 및 생산투입
*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급)

▪ 中 A사 생산 투입

가스

▪ (SK머티리얼즈) 국내생산(5Nine급) 성공

▪ 美 B사 생산 투입

▪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 벨기에 C사 생산 투입

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개시 및 일부 해외수출중
▪ (SKC) 공장 신설 및 테스트 중

-

 답변
(품목별 국산화 시기 상이) 품목별 국내 기술 수준이 상이하며,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으로 접근 필요
- 중장기 기술개발 필요 품목 : EUV 노광 장비, OLED 도펀트, 고속 화합물반도체 소재 및 RF소자 등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역할) 다각적, 안정적, 지속적 협력과 지원 필요
- 산 ·학 ·연 ·관, 수요-공급기업 상호 협력체계 강화
- 평가·검증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신뢰성‧양산 평가 집중 지원
(수요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수요-공급기업간 상생 협력형 기술개발
- 공급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양산 적용 적합성 평가 등 “수요기업 제품 평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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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우리나라 소부장 국산화율이 저조한 것이 앞으로의
무역 및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 정세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GVC(Global Value Chain)가 RVC(Regional Value Chain)로 변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제한
 미 · 중 무역 분쟁 고조, 보호무역 주의 팽배
 Reshoring 전략에 기반한 내재화 추진
 답변

• 리스트가 커지자 각 나라들은 다소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역거점 위주의 공급
망으로 빠르게 재편해 나가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 제조업에
있어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 해외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며 글로벌 재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출처: 2020 더벨 경영전략 포럼, 정은미 산업연구원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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