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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형산업 미래성장 전략
글 정태성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한국 금형산업은 생산 규모 세계 5위, 수출 규모 세계 2위의 위

금형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을 자랑한다. 2014년에 32.2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

이 글에서는 첨단 신기술 개발과 금형산업에서의 지능형 생산

을 달성했고, 2017년에도 29.2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무역수지

체계 구축, 산업구조 개선 방안 등으로 금형산업의 위기를 타

측면에서도 1994년부터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할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 침체, 국가 주력산업의 난항, 국내 원가 상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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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한국 금형산업의 현황
금형金型, Die & Mold이란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11.7%

위하여 제작된 금속으로 만든 ‘틀’ 또는 ‘형(型)’을 말한다. 최근
3D 프린터에 기반을 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기대에도 불

6.4%

구하고 금형은 여전히 자동차·디스플레이·모바일·반도체·전
기전자·조선·생활용품 등 국가 주력산업에서 각종 핵심 부품
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형은

6.2%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뿌리기
술로 완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은 물론 제품의 생산 시간 단축,

6.1%

생산원가 절감, 품질 균일화 등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
향을 미친다. 금형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한 나라의 제

세계 금형 생산 규모 순위 (2016년 기준)

조 산업 수준은 보유한 금형산업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금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85년 「금형 공

업 네트워크, 정보화 기술의 접목, 근면한 국민성을 기반으로

업 육성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1995년 「금형 공업 경쟁력 강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형을 만들어 냈고, 이는 한국 금형산업

방안」, 2012년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금형

의 주요 경쟁력이 되었다. 그러나 꾸준한 연구 개발과 산업 육

기술의 국산화, 가공설비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제조 산업 기

성에도 불구하고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 및 품질 측면에서

반 확충, 고부가가치 선진기술 연구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통

일본·독일 등 금형 선진 국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

해 금형산업을 지원해왔다.

화, 청년 인력 유입 감소,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신규 시장 진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금

입과 성장으로 후발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또한

형산업의 생산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세계 금형생산의 6.1%

글로벌 경제 침체 지속,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미·중 무역

비중을 차지해 중국(19.5%), 일본(11.7%), 미국(6.4%), 독일

전쟁에 따른 성장 저하에 임금 상승·근로 시간 단축 등 국내 원

(6.2%)에 이어 세계 5위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

가 상승 요인까지 가중됨에 따라 2018년 조사에서 한국공업협

까지 5년간은 연평균 생산 5.5%, 내수 4.8%, 수출 4.5%의 고성

동조합원 사의 48%가 생산 감소와 경영 악화를 예상하였으며,

장을 이루었다. 생산 품목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34.3%)과 가

고용도 2017년 대비 4.9% 감소해 금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

전 부품(27.6%), 통신 부품(11.7%)이 약 74%를 차지하며, 플라

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기이다.

스틱 금형(39.6%)과 프레스 금형(44.4%)이 84%의 비중을 보
인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종업원 10인 이상

고부가가치 기술로 전환해야

금형 회사는 1,654개로 42,5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서울·경

한국의 금형산업계는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난제를 어떻게 극

기·인천 등 수도권에 54.1%, 동남권에 37.5%가 위치한다. 그러

복할 수 있을까?

나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금형 업체 수가 전체의 약 80%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및 신소재에 대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관련 기업과 근로자 수는 이보다

응하고, 기존 공정을 융합화·고정밀화·고품질화하는 고부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 금형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 금형 기술은 일반 정밀도 수준의 프레스 금형이나 플라스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집약된 금형 제조 인프라와 조직화된 협

틱 금형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정도에 이르렀으나 이들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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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설계 과정을 인공지능화·최적화·자동화
하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금형 설계·제조·물류·관리 등
모든 공정을 통합하는 수준 높은
정보화·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국가적인 지
원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금형산업은 1990년대 이후 G7, IMS, e-메뉴팩처링 등 국
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에 힘입어 산업계 전반에 정보화·지식
화를 위한 시스템을 활발하게 도입·적용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
준의 단기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경영·영업·공정·재고 등 중요

부가가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저가 금형과의 경쟁도 날

기업정보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자체 개발 또는 전문

로 치열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수요 산업의 변화에 능동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ERP·MES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 금형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였으며, 비교적 소규모의 전통적 뿌리산업임에도 2000

있다.

년대 중반 이후 3차원 설계가 보편화되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슬림화와 고감성화, 반도체 산업

는 독자적인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는 단계에 이르

의 초정밀화, 가전 산업의 IoT·인공지능 융합, 자동차 산업의

렀다.

경량화·친환경·안전 기술 개발 등 주력 산업의 변화뿐 아니라

그러나 금형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소재의 수급·가공·조립·성

바이오·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으로 인해 새로이 요구되는 부품

능시험 등의 단계에서는 앞서 기술한 관리나 설계과정에 비하

을 생산하기 위한 고난도 금형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

여 정보화 수준이 현격히 낮고, 인력 의존성이 높은 것이 현실

고 있다. 성형재료의 변화에 맞추어 장섬유와 열가소성수지 복

이다. 생산시스템 측면에서 주요 가공 공정 중 자동화 대응이

합 사출성형 금형, 탄소복합재 프레스 금형, 고장력 강판 핫프

가능한 설비는 50% 내외이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설계

레스 금형 등 다양한 첨단 복합소재 및 금속, 세라믹 신소재, 난

에서 생성된 디지털 정보를 해독·적용하므로 표준화 정도가 낮

성형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금형 기술 고도화도 진행 중이다.

으며 비효율적 소실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부품의 공정간

또한 인몰드 코팅 금형기술, 사출·압축 성형기술 등 다공정 복

이동·설치 등도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야간 생산이 어렵고, 사

합 성형공정 대응 금형과 나노·마이크로 미세구조 금형, 3D 프

내와 외주 가공 공정을 통합하는 생산 공정 물류 정보화 미비

린팅 활용 금형 등 신개념 융합 분야의 금형 기술을 확보하려

는 업무 혼란 원인 및 원격지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형

는 노력이 활발하다.

의 조립 및 시험 과정도 노령화되는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신규 인력 양성 부족으로 인

스마트한 제조 공정 절실

한 국내 금형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금형
산업이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금형 제조공정의 혁

해서는 각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상황

신이 필요하다.

대처, 결정 사항의 실시간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금형 설계·제

최근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완전한 자동생

조·물류·관리 등 모든 공정을 통합하는 수준 높은 정보화·자동

산체계 구축,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에 관한

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모든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하

1970년대부터 이어진 50여 년의 역사와 120여 개국에 달하는

여 생산성·품질·고객만족도를 향상하는 제4세대 산업생산시

수출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산업 연계망 빅데이터를 이용해

스템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

금형 설계 과정을 인공지능화·최적화·자동화하는 기술 개발을

을 설치하여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추진하여 금형 설계 기술을 상향 표준화·신속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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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설계 부품에 맞는 최적의 가공 방법, 가공 공정 조건 등

기기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적용하는

의 정보가 자동 생성되도록 가공 공정을 표준화하여 설계시스

것도 필요하다. 최적의 부품 생산을 위한 과정과 정보를 성형기

템과 가공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에 자동 적용되게 해 사용자의 편의와 한국 금형의 차별화·고

제한된 가공 설비에서 수리·수정 등 돌발 상황에 맞는 금형 생

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

산 계획 및 공정 관리는 여전히 매우 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2000년대 추진된 정보화·지식화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생

영역으로 인력 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따라서 금형 생산 공

산정보 체계 구축은 한국 금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밑받침

정관리 측면에서 유사 금형의 생산 공정 패턴화, 기존 공정 실

이 되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화를 융합한 제조체계

적 분석·경영실적 예측 등에 바탕을 두는 공정 계획 최적화, 긴

혁신이 전통적 금형산업의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급 상황에 대응하는 실시간 공정 계획 변경, 주요 공급망과 통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합 및 상호 보완 체계가 요구된다.
지능화된 금형 제조 시스템에서는 도면·모델링 등 설계 정보를
사람이 해석하여 금형 부품별 가공 방법 및 가공 조건 등 금형

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의 인식 개선 필요

제조정보를 적용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금형 부품별로 부착된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

자동 식별 태그(RFID, QR Code 등)를 통해 부품에 맞는 가공

30% 수준인 전문특화기업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설비와 가공 정보를 연결해 주는 자동화가 필수적이며, 전산화

대기업 수주 생산 체제에서 탈피한 글로벌 영업체계를 서둘러

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요 가공설비를 전산화Computerize와 자동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생산의 약 35%를 수출하

화Automatize할 필요가 있다.

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60%에 달해 지역 편

금형 부품의 가공 공정간 이동, 가공을 위한 세팅·해체·검사 등

중이 심하고, 중국·일본 등 주요 금형 생산국과의 경쟁이 심화

의 자동화를 위하여 ATC1)·APC2) 등이 도입되었으나 제조 전

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 등에 취약하다. 국내 대기업에 의존적

공정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인 사업 구조로 인해 저가격 및 단 납기 요구 등 대등하지 못한

있다. 금형 제조 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간 연계를 효율적

사업 관계가 심화되고, 국내 주력산업 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형 제조 공정의 재

입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글로벌 영업력 강화를 통한

배치, 전용 무인 이송시스템, 공작물 자동 탈착 장치와 이상 감

시장 개척 및 수출 역량 제고, 신흥국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지

지 시스템,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원격지에

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

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금형 제조의 전 물류과정을 실시간 관

하다.

리·감시 가능한 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장시간 근무시간 단

또한 3D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국가 핵심 성장

축 및 업무 환경 개선, 금형 생산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다.

유망산업으로 인식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홍보를 확
대하고, 제조 산업의 신규 고용 및 재교육, 장기 고용 우대를 정

또한, 금형 조립단계에서는 도면에 의존하여 전달하던 부품의

책적으로 지원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함으

조립 위치·순서·조립 방법 등 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확인하는

로써 제조 산업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 기피 현상을 해소하여

체계를 구축해 작업 효율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금형과 성형

야 한다.

1) A
 TC : Automatic Tool Changer의 약자로 자동 공구 교환 장치를 말한다. 복합 공작 기계의 경우 1대가 구멍을 뚫고, 나사를 깎고, 파고, 면을 절삭하는 등 각종 공작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공구를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3백개의 공구를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출현하고 있다. NC(numerical control)와 연동시킬 수 있어 완전
무인화(無人化)도 가능하다.
2) APC : Automatic Pallet Changer의 약자로 자동 공작물 교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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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 리

人 터 뷰

조합원사 권익 신장을 위해 뛰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상오 전무이사

◆◆◆
‘그대가 서 있는 곳에서, 그대가 가진 것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던 루스벨트의
말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표면처리 업계를 대변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1)의 이상오 전무의 이야기를 통해 표면처리 업계의 이야
기를 들어보자.

6

미래 선진 기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해 산업계의 시야를 넓혀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독일에 있는 무인 자동화 표면처리 공장 샘플을 국내에 만들어
기술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표면처리 업계가 직접 보고 느끼게 하고,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을 현장에 도입해 스마트팩토리로 진화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상오 전무이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올해가 창립 39년으로 사람의 나이로 치면 아직 청년입니다. 전국
에 404개 조합원사가 있고, 80명의 이사와 지역별로 고루 분배된 1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전국에 위치한 사업조합의 이사장들을 비롯한 상근 임원, 조합원사 대표들과 소통하
면서 조합원사가 산업 활동을 하며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지원합니다. 노동 규제, 환경 규제,
단가 협상 지원, 인력 양성, 기술개발 과제 같은 다양한 문제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관련 정부 부
처나 국회 등에 전하고 개선·지원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 한
 국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www.plating.or.kr) : 표면처리 관련 각종 정책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조합원사를 지원하는 협회로 1980년
6월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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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6회 전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의 아연 도금 학생 부문 참가자들에게 대회 시작
전 대회용 시편을 교부하고, 경기 운영 방식과 유의 사항을 알리고 있다.

조합에서 표면처리 업계를 지원하는 정보화 솔루션

조합에서 표면처리 업계의 환경 개선과 환경 인식 개

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던데요?

표면처리업은 원자재를 구매해 제조하는 산업이 아니라, 제조

기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경보호 의지가 부족한 것은 결코

된 제품의 마무리 단계에서 내구성·내마모성 향상 등의 필요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 규제를 충족하려면 기업

한 가공 처리를 해주는 대표적인 ‘임가공산업’2)입니다. ‘인건비’

이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고용 같은 부분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 사업의 수익인 산업으로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죠. 만약 품

문제는 표면처리 업체 대부분이 2~4차 협력업체로 무척이나

질에 문제가 생기면 일을 해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영세하고 경영 상태도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밤을 새워 납기를

표면처리를 의뢰받은 원재료까지 물어줘야 하는 배보다 배꼽

맞추지만, 이윤이 박해요. 업체의 평균 부채가 최소 400%가

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넘죠. 이런 열악한 수익 구조로는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급하기

품질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영세한 표면처리 업체일수록 일부

어렵습니다. 대다수가 공장을 임대해 사업을 운영하니까 계약

숙련공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숙련공이 공정

등의 문제로 시설 투자도 맘 편히 할 수 없고요. 게다가 업체의

에 관심을 덜 두거나 자리를 비우면 품질이 떨어지고, 불량이

대표는 생산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불량 감소, 납기 준수, 신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개선할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 시

영업부터 폐수 발생량 확인 및 폐수 처리 등까지 신경 쓸 일이

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정부의 ‘표면처리산업 특성화 솔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환경 단속까지 나오니 마음

션 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표면처리 공정의 각 단계를 정리하

편할 날이 드물죠.

고 공정별 작업 내용과 품질 기준을 표준화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처리 시의 온도, 용액에 담그는 시

이런 환경을 개선하려면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고 공동으로 환

간 등 공정별 작업 기준을 전산으로 제시해 그날그날 숙련공의

경오염방지 시설을 운영해 비용을 절약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

신체·정신 상태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품질을 시스템을 통해 균

산장림조합에서 도금 폐수 관리 프로그램3)을 개발해 조합원사

일하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 제공하고, 환경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설명하며 환경 인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가 적습니다. 표면처리업체 전

식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조합원사가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

체를 지원하는 범용 프로그램이다 보니 각 기업의 특수한 요구

는 매일의 폐수량과 처리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사용하며 긍

를 완전히 충족하진 못하니까요. 그러나 이 시도 이후 정부가

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환경 인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업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게 됐으니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임
 가공산업 : 가공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남의 소유물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을 말한다. 임가공은 ‘일정한 값을 받고 물품을 가공하는 일’이다.
3) 2
 01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도금 폐수처리 지원 과제’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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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률을 재·개정할 때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계가 규제를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산업을 성장·발전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환경도 보호하
고 산업도 발전시킬 혜안이 있을까요?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의 시
설 기준은 중소기업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이 상당히 많습
니다.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0.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안전 관련 데이
터를 확보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안전 데이터 확보 비용이 최소 5천만 원입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늘수록 비용이 커지죠. 열악한 수익구조를 지닌 영

2018년 제26회 전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

세한 표면처리 업체로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렇
게 법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 보니 업계에선 현실적인 선택을 합
니다. 벌금을 물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을 지속하거나, 견
디다 못해 끝내는 사업을 접는 것이죠. 생태주의적 환경론이 아
니라 현실을 반영한 기술주의적 환경론에 따라 규제 기준을 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하죠. 관련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환경 규제는

또한, 환경 법률을 재·개정할 때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

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구·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최신 규제만을 찾아내 도입한다는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의견이 배제된 채 법을 개정

실제로 일본의 표면처리산업은 첨단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

하고 정책화하니 업체가 준수할 수 있는 규제 수준을 넘어버릴

니다. 기술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제

때가 많아요. 이 때문에 영세한 다수의 관련 사업자가 범법자가

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천황이 표면처리조합의 회장을 직

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정부가

접 임명할 정도예요. 또 일본 정부는 표면처리 조합과 업계의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폐업하는 조합원사가 많을 것 같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합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할 때면

습니다.

업계와 미리 협의해 관련 산업계가 준수할 수 있는 선에서 환경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요.

시대에 맞게 환경 규제가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업계가

환경과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그들의 상생을 배워야 합니다. 우

규제를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중요

리도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중소기업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의점을 찾아 산업을 성장·발

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국가기관이 나서서 관련 산

전시키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마련

업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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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외에 표면처리 산업이 직면한 다른 어려움

스마트팩토리로 진화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은 무엇인가요?
표면처리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중공업·항
공·국방제품 등의 품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입
니다. 전국에 6,300여 개 기업4)이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
요한 산업이죠. 하지만 기술 인력은 매년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배출되는 30여 명이 전부입니다. 표면처리를 가르치는 고등학
교나 대학교도 없죠.
또, 최저 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생산 현장에
서 근로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외국 근로자들이 대
체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모두 중소기업의 책임으로만 보아
야 할까요?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표면처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합도 ‘전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 등으
로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5)가 올해로 27회를 맞습니다. 그런
데 강화된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장소가 거의 없어 대회를 제
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회 때는 경기장으로 사용
하고, 평소에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뿌리기술을 이어갈 산업
인력을 양성할 훈련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형이나 용접 분야는 중장년을 교육해 재취업시키는 과
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표면처리 분야도 환경 규제를 충족
하는 교육 시설을 만들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줬으면 합니다. 1970~1980년대는 국가가 건설·용접 등
분야별로 전문 훈련원을 짓고 교육해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도
왔습니다. 국가경쟁력의 근본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함께 고민하고, 제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부터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조합원사의 생존과 근속 근로자의 처우와 직결
된 부분으로, 표면처리 업계는 오랫동안 몇몇 대기업의 파업 손
실이나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를 떠안으며 적정한 제조·납품
단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로 일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를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이겨내
고 생존하며, 부족한 부분은 은행 빚으로 근근이 버텨왔죠. 하
지만 지금은 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등을 하고 나면 제때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 절박
한 상황에 몰린 업체가 상당합니다. 표면처리 산업에 애정과 관
심을 두고, 표면처리 기술이 적정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구조
를 만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합원사를 지원할 계획을 들려주세요.
조합원사가 외국으로부터 표면처리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간
혹 품질 분쟁으로 원물까지 배상해줘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
생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품질 표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
에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국내 표면처리 산업의 표준이면서
동시에 국제 표준까지 만족하는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확
한 품질 표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분쟁 소지가 줄어 수출 물
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까지 충족하는 품질관리 표
준을 만들어 조합원사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도우려 합니다.
아울러 조합사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업계의
대부분 업체가 연구개발 인력을 갖출 형편이 안 됩니다. 우선

표면처리 산업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조합에서 공학박사를 채용해 조합원사의 기술개발 요구에 전
문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움을 주려 합니다. 호응이 좋으면 연구
개발 인력을 충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미래 선진 기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해 산업계의 시야를 넓혀주
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독일에 무인 자동화 표면처리 공

앞으로도 저희 조합은 지금껏 해오던 표면처리 산업의 건전한

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샘플 공장을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으로

에 만들어 기술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표면처리 업계가 직접

조합원사의 성장과 권익 신장을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보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열악한 현실에 매여 시도조차 못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방향을 보여준다면 산업계에 충분한 동기
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을 현장에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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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 국가뿌리산업백서 자료에서 인용
5) 전
 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 : 아연 도금·니켈-크롬 도금·플라스틱 도금 3개 분야를
업체·개인·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뿌리산업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3년 첫 시행되어 올해 27년을 맞는다.

뿌 리

에 이 스

백년 기업으로의 성장,
새로운 50년으로 준비합니다!
뿌리기업 명가 ㈜풍강
◆◆◆

1974년 창업 후 줄곧 자동차용 냉열간 단조 부품 너트만 만들어온 회사가 있다. 분산되어 있는 생산
설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2007년 코스닥에 상장해 그해 화성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2010년부터
3년 연속 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너트라는 단일 품목으로 800억원 대의
매출을 일으킨 주식회사 풍강.
2015년 멕시코 법인을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진용 대표를 만나 풍강의 45년과 미래에 대
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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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북미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설비 투자 등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완성차 업체를 공략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편중된 매출을
세계 자동차 업계로 다변화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을 넘어
조선·기계 등의 다른 산업 분야로의
확장까지 바라보고 있다.

냉간 포머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들

자동차용 너트로만 45년

고 있다. 너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협력업체인 풍강의 경쟁력은

김진용 대표가 풍강의 공동대표로 나선 것은 2011년, 단독 대

무엇일까?

표로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3년이다. 아버지가

첫째는 대량생산에 특화된 고품질의 제품이다. 너트는 공정 특

전력을 쏟으며 회사를 키워온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그이기에

성상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작업자의 작업 규칙 준수

가업승계에 대한 무게가 적지 않다.

여부에 따라 불량률이 달라지는데, 작업자를 끊임없이 교육하

“풍강은 100만불 오더를 주겠다는 편지를 받은 것에서 시작

고 관리해 생산에서의 문제를 줄인다. 또 생산이 많은 제품은

됐습니다. 너트를 생산해 수출하는 주문이었는데, 기술력과 다

자동 선별기를 통해 검수하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너트 높

른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설비

이와 도금 상태 등은 특수 카메라를 적용한 비전 시스템으로

까지 산 터라 수출이 무산됐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 주

불량을 선별한다. 그뿐 아니다. 한쪽이 막혀 있어 완벽히 도금

문은 다른 분야였는데, 아버지는 자동차 산업을 목표로 연구하

되지 않는 구조로 포르쉐와 아우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 노력해 창업 이듬해인 1975년에 기아자동차에 너트를 납품

너트는 모두 전수 선별하여 품질을 관리한다.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산설비를 구축해

풍강에는 30년 이상의 베테랑 기술자를 포함해 20명 정도의

제조 기술까지 쌓고도 저녁마다 기아자동차 회장을 집 앞에서

연구진이 근무하며 신제품·신기술·신공법 조사와 개발 뿐 아

한 달간이나 기다려 설득한 끝에야 공급할 수 있었으니까요.”

니라 개발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과 공정까지 꼼꼼하게 관리
한다. 연구진이 생산과정과 공정까지 연구·관리하니 원가가 절

이후 故 김창진 전 대표는 너트 하나에만 집중하며 회사를 키

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터. 여기에 깐깐한 품질관리까지 더해

워왔다. 김진용 대표도 당장 다른 품목으로 사업을 확장할 생

지니 품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각이 없다. 현재의 시설로 볼트를 생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볼
트를 생산하려 설비를 조정하면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진다.

다음은 빼어난 적정 재고관리 시스템이다. 자동차 부품은 워낙

너트는 볼트보다 투자금이 크고 매출이 작아 진입장벽이 높다.

종류가 많아 정식 발주 없이 협력업체가 알아서 물량을 채워

굳이 볼트 시장에 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넣는 품목이 많다. 결품이 생기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 이를
피하려 항공운송을 자주 진행하는 업체일수록 물류비가 큰 폭

철저한 맞춤형 품질·재고관리 시스템

으로 증가한다. 풍강은 고객 매출·생산 시기 분석과 그에 맞춘
생산 관리·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없이 물품을 공급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너트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 또한 많다.

덕분에 과도한 물류비를 들이지 않고도 납기를 맞춰 비용을 절

풍강은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국내 자동차 너트 시장을 양분하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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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 단조 공정 전경

오랜 업력만큼 고민도 많아

경쟁력이 높아도 결국은 고객이 차를 많이 팔아야 매출이 느는

현재 풍강은 정체기를 지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궤를 같이

사업 구조도 문제다. 사업의 주도권을 완성차 업체가 쥐고 있는

하는 풍강은 지난 3년간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현대·기아차,

셈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김 대표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 완성차 및 부

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품업체의 1차 협력업체로 매출의 약 41%가 완성차 업체, 35%

가업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상속세 부담은 줄었지만, 그만큼 규

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발생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기에

제도 많다. 고용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더 저렴한 지역으로 사

따라 매출 부침이 심한 것이 당연하다.

업장을 이전하려 해도 10년 동안은 꼼짝할 수 없다. 낮은 재료

그러나 올해는 소폭 상승한 820~830억원의 매출을 기대한다.

비와 저임금으로 무장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설비 투자도 필

자동차 업체와 진행했던 공동 개발 프로젝트와 전기차 배터리

요하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50대 이상의 기능공과 이직이 잦

부문에서 실적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신차 개발에서 양산까지

은 20~30대 층이 많은 데 반해 허리를 받쳐줄 40대의 기술자

최소 1년, 평균 2~3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간의 투자가 매출로

가 적은 것도 문제다.

이어질 시점이 된 것이다.
800여억 원의 매출과 튼튼한 기반을 자랑하는 풍강이지만, 내

새로운 50년을 위한 도전

부적으로는 고민이 많다. 너트의 99% 이상이 자동차 산업에서

김 대표는 5년쯤 뒤인 창립 50년에는 지금과는 다른 풍강을 볼

사용될 만큼 매출이 자동차 시장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국내

수 있을 거라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

완성차 업체의 비중이 커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제품이 좋고

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2015년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13

알루미늄 단조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전기 저장 장치 등에 사용
되는 단자와 패턴을 넣어 특수 기구 없이는 풀리지 않는 보안
너트를 개발하고 있다. 보안 너트는 유럽 시장의 수요가 많아,
국내 완성차 업체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바꿔줄 의미 있는 효
자 상품이 될 전망이다.
풍강의 생산설비는 자동화로 연결되지 않은 생산 공정이 많은
1
2

편이다. 자체적으로 자동화와 신기술 개발을 진행하지만 함께
할 만한 기술적 협력 기업이나 사례가 부족해 진도가 늦다. 차
세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책과제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설비 업체 선정에 제한이 있고, 입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등 산업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어 해외의 선진 설비를 도입하
는 것도 쉽지 않다.
고연령 숙련공의 은퇴로 인한 기능공 부족을 보충할 방안도 마
련했다. 교육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과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등
급에 따라 수당을 제공하는 자격 수당 제도를 도입해 기술 수

3

준을 높여 기능공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하게!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이나 복지 등을
결정하는데,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의 선임들이
회사의 방침을 존중하고, 나서서 직원들을 설득해 주어 가능한
일입니다.”
➊ 단조공정 완료 재공품들이 공정 이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➋ 단조공정의 유용범 반장(46)이 단조 제품의 자주 검사를 하고 있다.
➌ 조립 공정 작업자들이 육각너트와 와셔를 조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故 김창진 전 대표는 평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모두 행복
할 수 있게 회사를 경영하라’고 말해왔다. 지닌 것을 활용해 최
대로 이뤄내려 노력했고, 무모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직원 모
두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했고, 직원의 행복에도 관심을 쏟
았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경영진의 모습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북미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설비 투자 등으로 변

주었고, 마음을 움직였다. 한창 회사가 어려울 땐 직원들이 자

화를 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완성차 업체를 공략해 국

진해서 연봉을 삭감하고 보너스를 반납하는 등으로 양보하며

내 자동차 업계에 편중된 매출을 세계 자동차 업계로 다변화할

모두 함께 힘을 보태며 회사를 지켜왔다.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을 넘어 조선·기계 등의

이에 보답하듯 회사도 직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축구·탁구·

다른 산업 분야로의 확장까지 바라보고 있다.

등산·낚시·헬스·배구동아리 등 사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콘도·리조트 이용권을 제공하며, 우리사주제도도 실행한다. 또

기술적으로는 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맞춰 고강도 강판인 핫스

일주일에 두 번씩 마사지사를 불러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에게

탬핑 강용 용접 너트와 차세대 이종 소재용 접합기술을 비롯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분 자동화인 풍강의 생산 현장은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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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철 조장(55)이 프레스 설비에 대해 3정(정품·정량·정위치)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를 실시하고 있다.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이나 복지 등을 결정하는데,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의 선임들이 회사의 방침을 존중하고,
나서서 직원들을 설득해 주어 가능한 일입니다. 한창 회사가 어려울 때는
직원들이 자진해서 연봉을 삭감하고 보너스를 반납하며 회사를 위해 조건
없이 양보해 주었습니다.

부품을 포장하고, 지게차에 싣는 등의 과정에서 육체노동을 수
반하는데, 이런 직원을 위한 회사의 섬세한 배려다.
이런 신뢰 관계는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도 이어진다. 조금
절감이 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을 함께해준 업체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공장의 모든 단조 설비를 하나의 회사의 것으
로 적용했으며, 공구류와 원재료도 주거래 업체에서 대부분 사
용한다. 김진용 대표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 말
한다.
100년 기업으로 풍강을 이끌고 싶다는 김진용 대표. 백년을 넘
어 천년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풍강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김진용(48) 대표이사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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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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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 동향

납·아연·주석 제품
수출입 동향

납·아연·주석 제품 수출입 동향
세계
수출 ― 독일·중국이 세계 수출을 주도

납·아연·주석 제품 최대 수출국

납·아연·주석 제품 최대 수입국

기타
58.3%(1,312)

중국
9.9%(223)

2,250
(100%)

따른다. 한국은 2017년 3500만 불로 세

대만 6.6%(148)
이탈리아
6.2%(140)

계 수출의 1.5%로 20위를 차지했다.
수입 ― 미국·독일·프랑스·중국·멕시코

미국 15.4%(317)

독일
12.8%(288)

총계

하며, 대만·이탈리아·오스트리아가 뒤

기준 : 2017년, 단위 : 백만불   

오스트리아 6.2%(139)

총계

2,058

기타
60.7%(1,249)

(100%)

독일
10.2%(210)
프랑스
5.7%(118)
중국 4.1%(84)

멕시코 3.9%(80)

를 포함한 5개국이 주요 수입국이다. 최
근에는 이탈리아·폴란드·헝가리 등 유
럽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납·아연·주석 제품 최대 수출국

한국의 납·아연·주석 제품 최대 수입국

기준 : 2017년
단위 : 백만불   

기타 10.3%(7)

한국

기타
26.3%(68)

납·아연·주석 제품 중 수출은 매년 감소
세, 수입은 증가세로 매년 흑자 규모가 감
소하다가 2017년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중국
29.5%(10)

총계

총계

인도네시아
6.8%(3)

93
필리핀
6.7%(2)

싱가포르 2.2%(1)
태국
40.2%(12)

38

(100%)

(100%)
호주 16.9%(6)

중국 19.1%(7)

일본 8.1%(3)
대만 12.5%(4)

수출 ― 중국·호주로의 수출이 과반을

일본 21.4%(8)

차지하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 중이며,
대만·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 ― 2015년까지 일본에서의 수입
이 40% 정도였으나 2017에는 태국에

단위 : 천불

한국의 납·아연·주석 제품 수출입 동향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

41

49

36

36

34

△ 5.0

수입

22

24

21

28

38

37.2

무역수지

19

26

15

9

△4

△ 142.2

서의 수입이 40.2%로 증가했으며, 인
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
서의 수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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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납·아연·주석 제품 수출입 동향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세 가지 소재 중 주석 제품의 수출입 비중이 가장
크나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납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

6.4

7.5

5.8

7.1

4.1

△ 41.9

아연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

10.7

15.1

7.6

8.3

5.7

△ 31.9

주석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

1.7

3.1

1.8

△ 6.9

△ 13.4

△ 94.9

18.7

25.7

15.2

8.6

△ 3.6

△ 142.2

수출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수출 비
중은 매년 감소하고,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비중이 점차 증가세를 보인다.
수입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수출 비중
이 70% 이상을 차지하나, 소폭 감소세다.
무역수지 ― 납·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은

합계

꾸준히 흑자나,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주석
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은 흑자·적자를 반복
하다가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적자
로 전환되었다.
①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세계
수출 ― 2015년 이후 싱가포르가 최대 수출국
으로 세계 수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수입 ― 미국이 여전히 최대 수입국이지만 감

세계 수출입 현황
수출
459,946
수입
305,140

기준 : 2017년, 단위 : 천불

싱가포르 15.4%(71,024) > 독일 8.3%(38,001) > 폴란드 7.8%(36,004) > 
미국 7.7%(35,356) > 이탈리아 7.6%(34,757)    ** 기타 53.2%(244,804)   
미국 9.1%(27,722) > 이탈리아 7,4%(22,690) > 프랑스 6.4%(19,577) > 폴란드 4.3%(13,139)
> 필리핀 3.9%(11,797)    ** 기타 68.9%(210,215)   

소세이며, 이탈리아·프랑스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

한국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구분

2014년 이후 감소세다. 호주로의 수출이 큰

수출

9,903

11,024

8,497

9,731

8,710

△ 10.5

폭으로 감소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

수입

3,552

3,562

2,730

2,631

4,584

74.2

무역수지

6,351

7,462

5,767

7,100

4,126

△ 41.9

증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 ― 매년 10백만 불 수준을 유지하다

2017년

수입 ―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2017년
급상승했다. 중국·일본에서 수입이 많았으나,
2017년 인도네시아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며
수입 구조가 변화되었다.
무역수지 ― 지속해서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입 추이에 따라 무역수지 규모는 감소세
를 보인다.

한국 수출입 현황

기준 : 2017년, 단위 : 천불

수출
8,710

호주 66.6%(5,805) > 러시아 20.1%(1,753) > 베트남 5.2%(450) > UAE 3.6%(313) >

수입
4,584

인도네시아 52.1%(2,287) > 싱가포르 17.9%(821) > 일본 8.2%(378) > 이집트 4.4%(202) >

중국 2.5%(220)    ** 기타 2%(169)  

중국 4.4%(220)    ** 기타 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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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세계 수출입 현황

세계
수출 ― 독일이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오스트
리아·대만·이탈리아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수입 ― 미국과 독일이 세계 수입을 주도하며,
프랑스·멕시코 등도 꾸준하게 수입하고 있다.

수출
1,412,776
수입
1,332,350

기준 : 2017년, 단위 : 천불

독일 16.2%(229,491) > 중국 12.1%(170,740) > 오스트리아 7.5%(106,414) > 
대만 7.5%(105,363) > 이탈리아 6.9%(97,441)    ** 기타 49.8%(703,327)    
미국 18.6%(248,123) > 독일 13.5%(180,225) > 프랑스 6.5%(86,064) > 
멕시코 4.6%(61,591) > 폴란드 3.1%(41,954)    ** 기타 53.7%(714,393)  

한국 수출입 동향
구분

단위 : 천불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7년

한국
수출 ― 2015년 급감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중국·일본에 대한 수출이 절반 이상을

수출

12,801

19,174

10,921

11,131

11,626

4.4

수입

2,102

4,040

3,295

2,791

5,945

113.0

무역수지

10,699

15,134

7,626

8,340

5,681

31.9

차지하며, 이외에 태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에 주로 수출한다.

한국 수출입 현황

수입 ―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국 제
품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크다.
무역수지 ― 매년 10백만불 이상의 흑자 규모
를 유지했지만,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③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기준 : 2017년, 단위 : 천불

중국 38%(4,421) > 일본 18.1%(2,110) > 태국 9.5%(1,103) > 베트남 9.5%(997) >

수출
11,626

미국 7%(813)    ** 기타 18.8%(2,182)  

수입
5,945

** 기타 6.4%(380)   

중국 85.6%(5,090) > 홍콩 3%(179) > 독일 2%(116) > 일본 1.6%(97) > 영국 1.4%(83)  

세계 수출입 현황

세계
수출 ― 2015년 인도네시아의 일시적인 수출
증가를 제외하면, 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 비중이 30% 수준을 유지한다.
수입 ― 수입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수입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과 중국의
수입 규모 역시 점차 적어지고 있다.
한국
수출 ―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중국
이 최대 수출국이나 매년 감소 중이며, 대만

수출
377,690
수입
420,940

있다. 태국 제품 수입이 전체 수입의 55% 이상
으로 2017년에 급증했다.

태국 11.8%(44,514) > 대만 10%(37,888) > 일본 9.6%(36,223) > 프랑스 8.7%(32,702) >
오스트리아 8.2%(31,126) > 기타 51.7%(195,237)    
중국 10.3%(43,276) > 미국 9.7%(40,746) > 한국 6.6%(27,619) > 뉴질랜드 8.2%(26,059) >
영국 5.6%(23,662) > 기타 61.6%(260,048)  

한국 수출입 동향
구분

단위 : 천불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7년

19095

16455

15504

14200

8.4

수입

16772

15950

14619

22390

27619

23.4

무역수지

1659

3145

1836

△ 6886

△ 13419

△ 94.9

한국 수출입 현황
수출
14,201
수입
27,619

기준 : 2017년, 단위 : 천불

중국 39%(5,542) > 대만 30.3%(4,299)> 필리핀 15.6%(2,221) > 일본 4.6%(660) >
UAE 2.7%(380)    ** 기타 7.8%(1,099)  
태국 55.5%(15,324) > 일본 27.9%(7,692) > 중국 7.3%(2.010) > 미국 2.1%(572) >
대만 1.8%(504)    ** 기타 5.4%(1,517)   

수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적자 규모도 커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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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8431

무역수지 ― 2016년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출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2015년

수출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 ― 2016년 급증한 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준 : 2017년, 단위 : 천불

자세히 보기 : kpic.re.kr → 통계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납·아연·주석 제품 수출입 동향

뿌 리

플 러 스

-

② 글로벌 뿌리 뉴스

자율주행차 유럽 특허 출원 6년 새 4배…, 삼성이 특허 1위
•지난 6년 동안 유럽에서 출원한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수가 4배
증가했음
•624건을 출원한 삼성이 자율주행차 관련 가장 많은 특허를 출
원했고, 590건을 출원한 인텔이 2위, 퀄컴(361건), LG(348건),
보쉬(343건) 등이 뒤를 이음
•자율주행차 특허 출원 상위 10위권 기업 중 자동차 관련 업체는
보쉬(5위), 도요타(6위), 콘티넨탈(10위) 등 3곳에 불과
•국가별 특허 출원은 유럽(37.2%)과 미국(33.7%) 기업들이 절
반 이상을 차지함. 한국은 7%로 중국(3%)을 앞섰지만, 일본
(13%)에는 뒤처짐

원문보기

교세라
자동차 기술에 새로운 가치 창출
2018 심천 국제 전자 박람회ELEXCON 2018에서 교세라는 자

http://news.kbs.co.kr/news/view.
do?ncd=4105814&ref=A

우림기계, GE 납품 감속기 양산 및
셰일가스 수혜
•GE 계열사인 트랜스포테이션에 철도 차량 감속기 시제품을

동차 산업의 첨단 기술·환경 보호·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품을

공급하고 양산 테스트를 하는 중으로, 2019년부터 양산에 들

전시

어갈 예정

•LCD 디스플레이, LED 기판 및 AI 인식 카메라, LIDAR 세라믹
패키지, 히터 점화 플러그, 다층 세라믹 칩 커패시터, 와이어
분할 커넥터 등 핵심 제품 등을 전시

•셰일가스 채굴설비용 정밀 기어박스(qem-3000) 수출 물량
이 늘고 있어, 북미 지역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수혜 예상
-우
 림기계(www.woorimgear.co.kr)
산업용 감속기·건설 중장비용 감속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교
 세라(www.kyocera.co.jp) 

업체로 종사자 129명, 2017년 매출액 542억 원, 영업이익률 △3.4%

전자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 업체로 2018년 3월 기준 직원 수
75,940명, 매출액 1.6조 JPY, 영업이익률 6.1%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car.fecn.net/2018/1221/224901.htm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
newsview.php?idxno=17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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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 리

플 러 스

-

② 글로벌 뿌리 뉴스

보쉬, 완전 재생 가능한
디젤 연료 테스트 중

중국 자동차산업협회
2019년 중국 자동차 시장 예측

주
 로 부산물과 폐기물 재활용된 식용유·기름 등으로 만든 완전

•중국 자동차산업협회는 2019년에 승용차는 작년과 비슷한

재생 가능한 연료인 CARE 디젤은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2,360만 대, 신에너지 자동차는 작년 대비 33% 증가한 160

효과가 기대되어 현재 다양한 차량에 주입해 테스트 중임

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
•또한 2019년도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

-보
 쉬(www.bosch.com)

- 자동차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인하 

자동차 부품, 가전·산업용 제품 등 제공하는 독일 업체로 약 40만명
종사, 2017년 매출액 781억 EUR, 영업이익률 6.2%
원문보기

https://www.bosch.co.jp/press/
group-1812-03/

- 소비자 성향 고급화로 고급 모델의 판매 증가
- 신에너지 차량 생산 증가
- 전통적인 연료 차량에 48V 시스템 적용
- L2 등급 자율주행 운전 차량 양산 예정

원문보기

와브코 홀딩스
다임러 글로벌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와브코 홀딩스는 차세대 AMT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다임러의
글로벌 트럭 및 버스 시리즈 생산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더 가볍고 견고하며 컴팩트한 와브코의 새로운 기어 박스 컨
트롤 유닛은 소음을 줄이고 기어 변속 성능을 최적화함

-와
 브코(www.wabco-auto.com)

https://www.yidianzixun.com/
article/0KxTiAxr

세계 경제 포럼, 타타스틸 제강 공장을
미래의 공장으로 인정
•네덜란드의 IJmuiden에 있는 타타스틸 유럽의 제강 공장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분야에서 선도 제조 시설로 지정됨
•원재료 사용 방식 최적화, 다양한 공정 간 물류 개선, 對고객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첨단 분석 기술을 선도적으로 사용

-타
 타스틸(www.tatasteel.com)

400만 개가 넘는 시스템을 판매하는 AMT 제어 솔루션의 시장 리더인

철강 제품(베어링·단조품·관 등)·야금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직원

미국 기업으로 직원 수 1.5만명, 2017년 매출액 33억 USD, 영업이익률

수 7.5만명,  2018년 매출액 1.3조 INR, 영업이익률 12.1%

13.2%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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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ttnews.com/2969175/

원문보기

https://steelguru.com/steel

FCA 디젤 배기가스 테스트 관련 8억 달러
부품 공급자 보쉬는 3천만 달러 지급 합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는 디젤 배기가스 테스트 불법 소
프트웨어 사용 혐의로 8억 달러 지급 합의
•차량용 디젤 부품을 공급한 보쉬도 3천만 달러 지급 합의

-피
 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www.fcagroup.com)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로 야금제품 및 생산시스템 생산, 직원 수 24만명,
2017년 매출액 1,009억 EUR, 영업이익률 6.9%
-보
 쉬(www.bosch.com)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생산, 솔루션 제공하는 독일기업으로 직원 수
40만명, 2017년 매출액 781억 EUR, 영업이익률 6.2%

미국 법무부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가 스모그 형성 및
호흡 문제와 관련이 있는 질소 산화물이나 NOx 오염 허용 수준보
다 실질적으로 높은 디젤 차량의 보조 배기가스 제어 장치를 사용
했다고 밝히며 벌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원문보기

https://europe.autonews.com/

JSC 러시아 철도*,
2018년 약 1백만 톤의 철도를 구매

지리 홀딩 그룹,
2018년 차량 판매 215만 대 돌파

JSC 러시아 철도는 새로운 건설과 철도 트랙 수리에 사용하기

•2018년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18.3% 증가하는 등으로 4

위해 강화 열처리된 레일과 제품을 LLC 에브라즈홀딩**에서
775.6만 톤, PJSC 메첼***에서 209.9만 톤을 구매함

년 만에 매출 2배 상승
•앞으로도 제품 공동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최첨단 기
술을 향상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함

* 	 J SC 러시아 철도(www.rzd.ru) : 러시아 지역 여객철도 운

-지
 리 홀딩 그룹(www.geelyauto.com)

송업을 하는 준공영 기업으로 세계 3대 철도 회사임. 직원

승용차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로 직원 수 4.8만 명, 2017년 매출액

수 76만명, 2017년 매출액 2.3조 RUB, 영업이익률 11.1%

928억 CNY, 영업이익률 13.1%

** 	 에
 브라즈(www.evraz.com) : 러시아 기업으로 스틸 관련
제품 생산
*** 	 메
 첼(www.mechel.ru) : 광업·강철·전력·운송제품 생산하
는 업체로 직원 수 6만명, 2017년 매출액 2,991억 RUB, 영
업이익률 19.1%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press.rzd.ru/news

https://www.yidianzixun.com/
article/0L5eZ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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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NEWS

원하는 모양대로

외부의 힘을 받은 물체가 힘을 제거해도 변형된 채로 남아있는

소성가공

성질이 소성Plasticity·塑性, 그걸 이용해 갖가지 모양을 만드는 게
소성가공이에요.

[plastic deformation, 塑性變形]

THE PPURI INDUSTRY TECHNOLOGY WEBZINE

더+ 뿌리GO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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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ing

소성가공 기술로는 압연·압출·단조가 많이 쓰이죠.

압연rolling은 회전하는 2개 롤 사이로 재료를 통과시켜
판이나 봉·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가공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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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누르거나 두드리는 등으로 압력을 가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게 단조forging예요.

고온의 재료를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
봉·관·바·튜브 등을 만드는 게 압출extrus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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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핸들·범퍼 등 자동차 재료·부품의 60% 이상이,
항공기·선박·발전을 포함해
대부분의 산업기기와 부품을 소성가공해요.

가깝게는 휴대폰·TV·모니터·텀블러 등 생활 곳곳에
소성가공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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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NEWS

생각할수록 친밀한 생활기술

용접 [Welding, 鎔接]

불꽃이 튀는 산업 현장의 용접 작업 모습,
많이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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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을 하면 이음부 강도가 높아져 성능이 좋아지고,
구조물의 전체 중량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열이나 압력을 가해
금속·비금속 소재를 결합하는 용접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선박의 무게를 줄일 목적으로 시작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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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용접은 자동차·선박·교량·항공기·전자·전기·건축 등
현대의 금속·비금속 구조물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 두께에 제한도 없고, 재료를 결합하려 구멍을 뚫는 등의

뿌리기술이 됐어요.

처리도 불필요해 생산 시간도 단축되고 원가도 절감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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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함께하는 스마트폰·컴퓨터·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의 부품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용접은 일상을 함께하는 친밀한 생활기술이랍니다.

혹 자동차나 선박 제조 같은 산업 현장에서만
용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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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기술의 보고입니다.
자동차, 조선, 항공, 로봇, IT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은
탄탄한 뿌리산업이 원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