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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마련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첨단장비를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요산업별 제조장비와 고위기술군 CNC 및
공작기계 핵심부품의 세부적인 기술 목표 설정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제조장비산
업 기술수준은 중국 대비 아직까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이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및 자체적으로 대
규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동
차, 전자, 이차전지 등 수요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스마트화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장비수
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제조 기초기술의 수준이 중국보다 낮아 글로벌 시장 및 중국 시장에서
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국내 장비산업의 기술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 친화력
을 높여야 한다. 중국과 협력가능 분야로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점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 가
전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선반 분야와 CNC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대중국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1) 본고는 조철 외(2020), 「중국제조 2025 로드맵의 추진과 우리산업의 대응」, 산업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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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장비는 각종 기계와 설비를 만드는 장비의

나로 규정하고, CNC 공작기계를 비롯한 제조장

총칭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비 관련 기술 및 상용화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

와 같이 수요산업에 따라 명명하기도 하며, 주로

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공작기계가 이에 해당한다. 제조장비는 제품정밀

을 위해 스마트 공작기계, 산업로봇, 자동화 설비

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급 수준에 따라 산업

등을 핵심동력으로 전통 제조업을 스마트화하는

의 기술력과 경쟁력의 척도로 활용되며, 제조업

데 주력하고 있다.

고도화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

기술수준 및 수출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제

때문에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제조

조장비분야 종합기술력은 아직까지 중국보다 우

장비의 기술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 있으나 거대 제조수요를 기반으로 둔 중국의

제조장비의 기술획득은 모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술축적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

제조장비산업의 성장은 중국시장뿐 아니라 글로
벌시장에서 국내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진국들은 공작기계 등 고위기술군 제조장비를 전

이 글에서는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장비산

략물자,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등

업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현황과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육성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조장비산

중국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마련

업의 기회요인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 제조장비산

한 국가전략계획 ‘중국제조 2025(Made in Chi-

업의 지속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국과

na 2025)’를 통해 첨단장비를 5대 프로젝트 중 하

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현황과 국내와의 경쟁력 비교
(1) 중국 제조장비산업 현황 및 목표

체적으로 제조 가능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IHS Markit에 따르면 중국 제조장비 생산규모

중국은 전 세계 공작기계의 25%를 생산하는 최

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8.6% 성장하여 2020년

대의 생산국이자 소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준 약 904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0년 기준, 수

최대 소비 및 수입국으로, 정부 주도로 금속절삭

입의 절반도 되지 않던 수출액은 연평균 13.1% 증

기계, 금속성형기계, 주조기계, 수치제어장치, 부

가하여 2020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품 등 업종별로 60여 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자

80억 달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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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에 따르면 공작기계를 포함한

높은 제품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및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시장은 자동차, 조선 등 주

신기술 구현이 가능한 CNC 및 기초제조장비의

요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2025년까지 연간 10%

성능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제조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중국

장비 제품군은 구체적인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따

의 기술수준으로는 전자정보시스템, 전기동력자

라 중저위 기술군에서 안정성과 스마트 기능을 갖

동차, 농기계설비, 고부가가치 선박 등 정밀도가

춘 중고위 기술군 제품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요 수요산업인 친환경자동차, 차세

2) IHS Markit 역시 중국의 제조장비 생산규모에 대하여 2021~2025년 기
간 동안 연평균 7.5% 증가하여 2025년 1,4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
정, IHS Markit, 2020.8 기준.

대 전자정보, 의료장비, 신소재 분야의 제품이 다
양해지면서 제조장비는 맞춤형(customizing) 제

<그림 1> 중국 제조장비산업 생산 및 수출액 추이(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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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HS Markit, 202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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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제조 2025의 고급 CNC 및 기초제조장비 주요 목표
2020

2025

· CNC 및 기초제조장비 국내 수요의 70% 공급능력
· 표준형 수치제어시스템 국내 수요의 60% 공급능력
· 스마트형 수치제어시스템 국내 수요의 10% 공급능력
목표 · 중고위기술 부품(스핀들, 스크류, 레일 등) 국내 수요의
50% 공급능력

· CNC 및 기초제조장비 국내 수요의 80% 공급능력
· 표준형 수치제어시스템 국내 수요의 80% 공급능력
· 스마트형 수치제어시스템 국내 수요의 30% 공급능력
· 중고위기술 부품(스핀들, 스크류, 레일 등) 국내 수요의
80% 공급능력
· 공작기계 평균 2,000시간 이상 무고장, 설비역량지수
(CMK) 1.67 이상, 정밀도 유지 10년

자료 : 중국제조 2025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정리.

품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를 설립함에 따라 중국 제품의 종합경쟁력이 강화

중국은 제조장비산업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국 내 CNC, 기초제조장비, 수치제어시스템 등

한 코로나19 타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의 제

수요의 80% 공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조업 설비투자가 급증한데다 생산 자동화를 위한

있다. 기술적 목표는 공작기계장비의 무고장 평

제조장비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술발달

균 2,000시간 이상 달성, 공작기계설비 역량지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CMK)3) 1.67 이상, 정밀도 유지 10년이다.

따라서 중국산 중고위 기술부품 및 통용부품의

목표달성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CNC의 경우 중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의 CNC 국산화 수준은 아직 20% 미만으로, 공

이러한 중국의 목표달성에 따라 국내 공작기계 수

작기계에 사용되는 CNC 시스템의 80% 이상, 서

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뿐 아니라 글

4)

보시스템 및 모터의 85%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로벌 시장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경쟁관계는 더욱

2025년까지 기술적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준형, 스마트형 및 중고위기술부품군

(2) 국내와의 경쟁력 비교

은 ‘중국제조 2025’, ‘스마트제조공정 실시지침’
등의 정책을 통해 제조장비산업 국산화를 적극적

우리나라 제조장비기술은 전체적으로 중국 기

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업보다 다소 우위에 있으나 그 차이가 근소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장비 생산기지 및 R&D센터

아직까지 독일, 일본 등 선진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KISTEP에 따르면

3) 가공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해당 장비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기
계능력지수가 1.67보다 같거나 클 경우 우수이다.
4) Global and China CNC Machine Tool Industry Report, 2019-2025
소개자료.
h ttps://www.reportlinker.com/p04126834/Global-andChina-CNC-Machine-Tool-Report.html?utm_source=PRN,
2020.10.13. 방문.

초정밀·고효율 생산시스템 기술분야의 한국 기술
은 중국 대비 1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최고 기술보유국은 일본 및 유럽(독일)인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CNC 컨트롤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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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위기술군 제조장비의 국가별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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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
 020년 기술수준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정리.
주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연구단계별 역량 구간을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족 1점으로 하여 평균
값을 계산함.

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어기

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기술은 한국이 중국 대비

및 가공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열위로 나타난다. 주요 기술별로 보면 제조장비의

연구단계 역량은 기초 및 응용개발연구 모두 한

스마트화에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기술 및 이를

국이 근소한 차이로 중국을 앞서고 있으나 원천

빠르고 확장성 있게 처리하는 기술 모두 중국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패스트 팔

기술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활동 역시 우리나라는

로워의 추격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

유지 또는 상승 중이나 중국은 급상승 중이다. 차

되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세대 정보통신기술인 양자정보통신기술도 중국

의 규모가 매우 크고 기술력 있는 기업 간 합병 등

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90.0%로 한국

으로 기술추격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62.5% 대비 높은 수준이고, 초고속·대용량 데이

장비 자체의 기술은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

터 플랫폼 기술 역시 한국 69.0% 대비 중국 85.0%

쟁력이 중국기업을 상회하지만 제조장비에 적용

로 큰 차이를 보인다. 메타버스 등으로 산업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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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제조 주요 기초기술 수준 비교
한국
수준(%)

중국

격차(연)

그룹

수준(%)

격차(연)

그룹

88.0

1.0

추격
(3.14)

지능형 빅데이터 기술

79.0

2.0

추격
(2.57)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

69.0

3.5

후발
(2.43)

85.0

2.0

추격
(3.14)

인공지능 플랫폼

80.0

2.0

추격
(2.71)

88.0

1.0

선도
(3.57)

양자정보 통신기술

62.5

4.5

후발
(2.25)

90.0

2.0

추격
(3.38)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네트워크 기술

90.0

1.0

추격
(3.22)

95.0

0.5

추격
(3.44)

지식정보 보안기술

83.0

2.0

추격
(3.00)

85.5

1.5

추격
(3.00)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및 기반기술

75.0

3.0

추격
(2.89)

85.0

2.0

추격
(3.22)

AR·VR 기술

82.0

2.0

추격
(2.89)

80.0

1.5

추격
(3.00)

NUI·NUX기술

87.0

2.0

추격
(3.00)

88.0

1.8

추격
(3.20)

초연결 IoT 기술

88.0

1.3

추격
(3.13)

85.0

1.5

추격
(3.00)

자료 : 2020년 기술수준 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정리.
주:기
 술수준그룹은 선도/최고(4점), 추격(3점), 후발(2점), 낙후(1점)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

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상·혼합현실(AR·VR) 기

한국이 중국 대비 우위에 있는 분야는 초연결

술과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 제품

IoT 기술로, 이는 정부 주도로 5G 및 IoT 분야

및 서비스 기술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

에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중국의 응용개발 연구역량이 한국보다 우수

고 스마트가전,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IoT

하고, 연구개발 활동이 급상승 중이라 중국 우위

기반의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의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악된다.

3.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주요 정책
중국의 제조장비는 공작기계를 비롯하여 전자,
항공우주,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수요산업별로 구

분하여 정밀가공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기초제조
장비 육성계획을 ‘중국제조 2025’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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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비를 살펴보면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

재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는 5축 가공 머시닝센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을

우주항공장비 및 항공기엔진 분야는 정부가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5축 머시닝센터 기술은 세계 시

수요자이기 때문에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으나 중

장에서 소수의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물

국은 민간용 여객기부터 군용 회전익기까지 대부

자로 분류되어 있어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쉽

분의 항공기 분야에 대한 개발 및 시장진입을 계

지 않은 품목이다.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을 위해

획하고 있어 큰 내수시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최근 기업의 자체 투자 및 정부 R&D를 통해서 다

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축 고속 윤곽제어 기능, 고속 제어를 위한 경로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우주항공장비 및 항공

차 보전기능이 포함된 예견제어기술, 공작기계의

기엔진 분야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기술부족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기술 등 핵심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이 많고 방위산업 일부 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조의 정밀도를 높

야에서만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로, 이를 제조하

이고 있다.

는 정밀가공기계는 주로 독일, 미국으로부터 수

우주항공구조물 분야에서는 알루미늄, 마그네
슘, 티타늄, 고온 합금과 같이 가공이 어려운 소

입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엔진, 기어박스 등 핵심장치

<표 3> 중국제조 2025의 수요산업별 제조장비 개발계획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

- 5축 가공 머시닝센터, 다기능 5축 폴리싱 머신, LTCC 및 필름 등 선진기판 제조조립장비,
표면실장조립장비(SMD), 웨이퍼 전기도금(ECD) 설비, 고속광통신 부속품 실링 장비, 로
봇 스마트 검사장비 개발

우주항공장비 대형구조물 및
나노급 부품의 정밀제조와
조립장비 및 항공기엔진
제조 관련 장비

-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고온 합금 등 가공난이도가 높은 소재취급이 가능한 장비개발
: 멀티축 링키지 갠트리(linkage gantry) 밀링장비, 5축 커버링 미러가공 공작기계, 대형 5
축 턴오버 밀링, 대형 축 그라인더, 로봇 자동 리벳팅, 항공기 커버링 CNC 유닛용 고효율
드릴링 공작기계 등

선박 및 해양플랜트 장비의
핵심제조장비

- 선박에 특화된 평면·곡면 파이프라인 핵심기술 개발
: 고강도 강판 FCB(flux-copper backing process), 곡면 분절 유연 지지대, 고효율 레이
저 멀티 용접, 다압점 프레셔 성형 등

철도교통장비 핵심부품 조립
가공장비

-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및 스테인리스 스틸 차체에 사용하는 고효율 레이저 FSW 용접
장비, 30톤급 중장비 전력 장비의 핵심 부품 제조 장비, 120km/h 이상의 이동식 고속 용
접 궤도 설비, 350km/h 이상 열차의 기어휠·차축 베어링·휠셋·보기(bogie) 대차·제동
시스템 등의 경량화 가공 성형 및 조립 장비, 교차 프로그 가공 생산 라인 개발

자동차 핵심부품 가공조립장비
및 4대작업 생산라인

- 엔진, 기어박스 등 핵심장치를 위한 고효율 가공·최저손실 성형장비 및 조립생산라인 개발
: 여러 차종에 맞는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의 용접 생산 라인과 고성능 알루미늄 합금 프레
스 주조 성형 생산 라인과 진공 반(反)중력 주조 성형 생산 라인 개발

고급 CNC 및 고성능부품
적층제조장비

- 스마트코딩, 자동제어, 보수, 최적화, 재구성 기능을 갖춘 개방형 스마트 CNC 개발
- 티타늄합금, 고강도 합금스틸,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고온합금, 비금속 공정재료, 복합소
재와 관련 있는 고성능 핵심적층작업, 조립장비, 적용소재 및 공정화 기술 확보

자료 : 중국제조 2025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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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고효율 가공·최저손실 성형장비 및 조립

술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능 광섬

생산라인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조선, 철도 분

유 센서,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MEMS) 센서, 비

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종에 맞는 신에너지 자

주얼 센서, 분산제어시스템(DCS), 프로그램 가능

동차 섀시 용접, 고성능 알루미늄 합금 프레스 주

논리 제어 장치(PLC),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

조·성형 생산, 진공 반(反)중력 주조·성형 생산라

템(SCADA), 고성능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 등 핵

인 개발이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 경량화는 최근

심 제품을 중점 발전시켜 공작기계, 로봇, 석유화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환경 및 연

학, 철도 교통 등 분야에서 응용할 계획이다.

비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우위 기업은 스마트제조 완

연료소비 및 배기가스 배출 감소와 더불어 주행저

제품 장비의 혁신과 응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항 감소, 제동성, 조종안정성 향상 등 차량 전반의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

성능을 부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자동차 경쟁

차, 스마트 공정 기계, 스마트 선박, 스마트 조명

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기, 서버 로봇 등을 연구하여 상용화시킬 계획

중국 정부는 자동차부품산업, 연구개발투자, 내수

이다. 아울러 원격 무인 제어, 운행상태 모니터링,

시장규모, 내수시장 내 자국기업 점유율, 노동생

업무 환경 예보, 고장 진단 및 유지보수 등 스마트

산성, 신제품 출시능력, 생산비용 등 7개 항목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서 한국 대비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지방정부에서도 제
조업의 고도화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로봇,

중국제조 202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

CNC공작기계, 정밀가공장비 등 장비산업의 연구

국 공업정보화부 및 재정부는 2016년 ‘스마트제

개발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기

조 발전계획’을 통해 10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하

업들도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

였다. 동 계획은 ① 주요 제조업 분야 기업의 디지

로 기계산업이 발달한 랴오닝성은 2019년 2월,

털화 R&D 설계 툴(Tool) 보급률을 70% 이상 확

「국제경쟁력을 갖춘 랴오닝성에 첨단장비 제조

대, ② 핵심 공정의 수치 제어 비율은 50% 이상,

기지건설을 위한 실시방안(

③ 디지털·스마트 공장 보급률을 20% 이상 등의

)」을

목표를 담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운영비용, 제

통해 CNC공작기계, 로봇 및 지능형장비를 정책

품 R&D 주기, 제품 불량률을 감소시킨다는 목

대상에 포함시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표를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 협력 모

고, 스마트제조화를 위하여 ‘랴오닝성 스마트제조

델을 통해 첨단 수치 제어 공작기계(numerical

공정 실행 방안’, ‘중국제조2025 랴오닝 행동 강

control machine) 산업 로봇, 적층 가공 제조 장

령’ 정책을 수립하였다.

비, 스마트 센서 및 제어 장비, 스마트 측정 및 조

중국의 제조거점인 장쑤성은 「중국제조 2025

립 장비, 스마트 물류 및 저장 장비 등 5대 핵심 기

장쑤성 행동강요」 등 스마트제조업과 관련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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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 스마트제조 세부 정책 추이
내용
2016.3

· 공신부·과학기술부

· 스마트제조 장비산업 “12차 5개년 계획” 발전 계획

2016.9

· 국무원

· 스마트제조 공정 실시 지침서

2016.9

· 공신부·발전개혁위원회

· 스마트 하드웨어산업 혁신 발전 특별행동

2017.7

· 국무원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2017.11

· 공신부

· 첨단 스마트 재제조 행동계획

2018.3

· 공신부

· 스마트제조 통합 표준화 및 신모델 응용 프로젝트 관리 업무 세칙

2018.5

· 공신부

· 산업인터넷 APP 육성 공정 실행방안

2018.6

· 공신부

· 산업인터넷 발전행동계획

자료 : E
 O Intelligence, 2019 중국 스마트제조연구 보고 재인용, 추선우, 2019 중국 스마트제조 연구보고 발표자료, 2019.10.

책을 발표했고, 2017년 6월에는 「장쑤성 13·5 스

중국은 같은 해 과학기술부, 재정부 합동으로

마트제조 발전규획」을 발표하는 등 성 정부 차원

‘첨단장비 혁신 공정 실시 지침’을 발표하였다.

에서 스마트제조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5)

2020년까지 기업들이 첨단장비 설계 제조의 핵
심 분야 및 공통 기술을 갖추어 자주적인 연구개

5) 이상훈 외, 중국의 주요 지역별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기
초자료 18-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04.13, 「
：
」(2015. 8. 21), 「
」 재인용.

발, 설계, 제조 및 시스템 통합 능력을 대폭 향상
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

<표 5> 첨단장비 혁신 공정 실시 지침(2016~2020)상 공작기계 주요 계획
주요 내용
- 고속, 정밀, 스마트, 복합, 다축 연동 및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갖춘 고급 CNC 공작기계
고급 CNC 공작 기계 메인
(고급 금속절삭기계, 특수 가공 공작기계, 정밀가공 공작기계) 개발을 통해, 공작기계의
프레임, 기능 구성요소 및
정확도, 가공 효율성, 품질 안정성 및 일관성 등 핵심 기술 성능 지표를 향상
CNC 장치
- 고급 CNC 공작기계의 주요 기능 부품, CNC 장치의 이론 체계, 핵심 공통 기술, 기능 및
안정성, 신뢰성 검측 및 테스트 등에 대한 심층 R&D 수행
- 공작기계산업 박스 몸체, 샤프트, 기어, 커터 등 핵심부품의 가공기술 분석을 통해 가공의
고급 CNC 공작기계산업에
정확도 및 효율, 품질 안정성과 일관성 등 핵심 기술 기능 지표 개선
필요한 고성능 공작기계 - 첨단 CNC 공작기계 제조 분야에서 공작기계의 주요 부품 가공을 위한 정밀 CNC 공작기
계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

국방 및 국가 경제 핵심
분야에서 긴급히 필요한
고급 CNC 공작기계

- 항공우주, 자동차, 해양공학, 첨단 선박, 철도 운송과 같은 주요 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두
어 고급 및 중급의 특수 CNC 공작기계, 첨단 성형 장비 및 그룹 생산 라인 개발
- 고급 CNC 시스템, 고성능 기능 구성요소 및 사용자 기술 연구 발전, 제품의 안정성과 신
뢰성 향상, 고급 및 중간급 CNC 공작기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 대용량 송전, 스마트 송배전 및 사용자 스마트화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 실
현, 신형 고전력 전자 부품과 소재 연구 개발
- 에너지 그리드 연결 핵심 기술 장비 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
- 에너지 교환, 라우팅, 전력 저장 및 신형 전력 전자 부품 등 핵심 장비 연구 수행
- 에너지 정보화, 멀티 에너지 변환, 에너지 인터넷 정보통신 및 에너지 빅데이터 기술과 시
스템의 개발 촉진, 에너지 인터넷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 장비의 시범 적용 추진

자료 : 첨
 단장비 혁신 공정 실시 지침(2016~2020), 공업정보화부 외, 2016.8.20을 토대로 KIET 작성.

50

KIET 산업경제

산 업 경 제 분 석

릴 계획이다.

또한 ‘중국제조 2025’와 마찬가지로 주요 수

특히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동 지침을 통해 자

요산업별로 항공우주 분야, 자동차 경량화 분야,

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설정하였다. 고

철도 운송분야, 해양 공학 장비 및 첨단 선박제

급 CNC 공작기계 및 기본 제조 장비 70%, 표준

조에 이용되는 고급 CNC 공작기계 프로젝트를

형 CNC 시스템 60%, 스마트형 10% 등의 목표가

각각 진행하며, 이를 통해 첨단 CNC 공작기계

내용에 포함되며, 스핀들, 리드 스크류 및 가이드

제조 분야에서 공작기계의 주요 부품 가공을 위

레일과 같은 고급 기능 부품은 점유율 50% 이상

한 정밀 CNC 공작기계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계획이다.
<표 6> 고급 CNC 공작기계 5대 특별 프로젝트
주요 내용

공작기계 업계 핵심 부품
가공 분야의 고성능 작업
기계 개발 프로젝트

- 박스형 부품용 고정밀 좌표 보링머신, 정밀 수평 머시닝센터 등 선반 개발
- 베드 및 칼럼 부품 가공용 정밀 갠트리 오각형 머시닝 센터, 정밀표면 그라인더, 정밀
갠트리 가이드 그라인더 등 공작기계 개발
- 샤프트 및 슬리브 부품 가공용 고정밀 CNC 선반, 고정밀 내경/외경 원통 그라인더,
고정밀 스핀들 테이퍼 홀 그라인더, 정밀 CNC 수직 그라인더 등 개발
- 기어 부분 부품 가공용 고속, 정밀 호빙머신 및 기어 마감용 금속 절단기, 정밀 연삭기
계, 정밀 웜 기어 보조 연삭기계 등 부품 가공기계 개발
- 절삭 공구를 가공하는 5축 CNC 공구 그라인더, 특수 공구 그라인더 등 선반을 개발
- 기타 핵심 부품 및 기능 부품 가공하는 고정밀 CNC 나사 그라인더, 정밀 좌표 그라인
더, 롤링 가이드 그라인더, 정밀 캠 그라인더 등 선반 개발

항공 우주 분야의 고급
CNC 공작기계 응용 시범
프로젝트

- 항공우주 장비 대형 구조 부품 제조 및 조립에서의 적용 추진
- 다축 연동 갠트리 CNC 밀링 머신, 기계 가공이 어려운 금속 가공용 5축 스킨 미러 공
작기계, 복합구조 부품 가공을 포함하는 항공엔진 제조 핵심 장비 시범 응용 추진
- 블레이드, 임팰러 등 핵심 부품 가공용 정밀 수평 머시닝센터, 밀링 센터, 보링 머신,
내경 및 외경 원통 그라인더 선반 등 포함

자동차 경량화 분야 고급
CNC 공작기계 응용 시범
프로젝트

- 자동차 엔진, 기어 박스 등 고효율 가공 장비 및 그룹 공정 생산라인, 자동차 패널 등
자동 스탬핑 생산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자기계식 커플링 시스템의 효율적인 처리
및 성형 장비, 온라인 검사 및 조립 완료 장비에 대한 적용 실시
- 자동차 커버와 같은 자동 스탬핑 생산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및 전기 기계 커플링 시
스템의 응용 시범 추진
- 국산 로봇을 기반으로 한 서보 스탬프·주형, 고효율 연결(레이저 용접, 리벳, 고착), 환
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형 코팅, 디지털 로봇 조립 등 생산라인에 대한 시범응용과 보
급 추진

철도 운송 분야 고급 CNC
공작기계 응용 시범 프로젝트

-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스테인리스강 차체용 고효율 레이저·마찰 교반 용접 신형장
비, 속도 350km/h 이상 열차용 기어, 베어링, 휠 세트, 보고 및 제동 시스템을 위한
경량 가공 성형 플랜트 장비, 기관차 및 차량용 경량 CNC 평삭 밀링기, 수직 및 수평
식 머시닝센터, 금속 성형 장비, CNC 선반 등 장비 포함

해양 공학 장비 및 첨단 선박 - 선박용 디젤 엔진, 주요 부품 정밀 가공 선반, 선박용 프로펠러 5축 연결 장치 머시닝
제조 분야의 고급 CNC 공작
센터, 대형 CNC 수평 선반, 경공업 가스터빈 제조 장비의 주요 부품들을 위한 가공 장
기계 응용 시범 프로젝트
비 포함
자료 : 첨
 단장비 혁신 공정 실시 지침(2016~2020), 공업정보화부 외, 2016.8.20을 토대로 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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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 제조장비산업 경쟁력

(1) 한국 경쟁력 강화 전략

현황 및 정책 추진방안을 고려할 때 최근 빠른 속
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장비산업이 스마트기

중국의 장비산업 정책목표에 기반하여 국내 장

술과 결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계시장뿐

비산업의 강점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고위기술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군 CNC 제품 및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 전반을

전망된다. 수요산업별 장비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꼽을 수 있다. 우선 CNC의 경우 중국이 연구개발

목표와 해외 선도기술 도입 정책에 따라 중국 내

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로, 글로벌 시장은 현재 독

부에서도 고가·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

일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나 국내 기업들

되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한 분야이다. 기술제

중국은 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가

휴 및 기술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쟁력

형 장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고

을 확보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

위기술군 장비기계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

문에 한국이 니치마켓 등 신시장을 확보한다면 중

고 있는 국유기업 및 해외투자기업들이 생산하도

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

록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

로 보인다.

러 해외기업 인수합병 및 유치 등을 통해 기술을

CNC는 공작기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입하여 제품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글로벌 장비

20% 이상인 고부가가치 핵심요소로 공작기계 전

기업들은 중국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을 현지

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공작기계와 상위시스템

개발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우선 도입하려는 경향

간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현하는 핵심

이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스마트제조화를 위해서

결국 중국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서보·스핀들모터, 드

이 저부가가치제품에서 고부가가치제품까지 다

라이브를 포함하는 CNC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

양한 제품 스펙트럼을 확보하면서 한국제품의 시

보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야 공작기계

장점유율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모가 매우 큰 중국시장을 공략하지 않을 수 없기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제품

CN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 개발된 제

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과 함께

품을 기반으로 고성능화, 하이브리드화 연구에 주

중국정부의 정책, 선진기업의 대중국 투자방향 등

력해야 한다. 또한 기계 자체뿐 아니라 소프트웨

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내 시장

어와의 연계가 필수이므로, 산-학-연-수요산업과

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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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상용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의 보급만으로는 스마트 제조화에 한계가 있으

단기간에 공정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력을 추격하

므로 스마트생산장비(Smart Machine)를 개발하

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고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중국이 10개 이상의 주요 산업별로 제조

고기능 인력군 유치 및 양성도 장기간의 계획을

장비의 목표를 개별설정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신규 기술인력

는 바가 크다. 중국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양성 및 재직기술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수요산업의 장기적 목표에 제조장비 계획을

전문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 장기

포함시켜 각각의 제조장비의 달성목표와 실행계

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략물자로 지정

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반도체·디스플

된 CNC의 특성상 현재 수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

레이 제조장비 외에는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으

의 핵심공정기술 및 장비기술은 보호에 주력하되,

로만 구분되어 있어 제조장비의 용도별로 산업 현

가공, 조립, 검사 등 해외 수출이 가능한 분야는 수

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시 주요

출 지원에 투자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접근

수요산업과 연계성을 갖고 제조장비 연구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자동차,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는 한국의 앞선 IT기술

조선, 바이오,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및 생산이 활

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진기업인 국내 수요기업

발한 산업과 제조장비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

과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기술력을 향상시켜 왔

어져 국내 제조장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기 때문에 세계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략을 마련해야 한다.

분야이며 그와 관련된 국내 전문인력 및 경험이
풍부하다.

(2) 한·중 간 협력방향

전자산업은 변화가 빠르고 지속적인 정밀도와
수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제조장비를 수요

한 장비기술의 고도화가 끊임없이 필요하다. 따라

산업별로 구분하여 전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서 제품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공

을 하고 있어 협력 가능분야를 선정하기가 쉽지는

급 협력형 기술개발 및 실증 확대를 통해 고객이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국내 대비 스마

원하는 부분(Sales point)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트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한국은 우

야 한다. 또한 고객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여 반

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점하고 있는 컴퓨터,

영할 수 있는 스마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제

통신, 가전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설

조장비용 스마트 소프트웨어는 제조장비의 경쟁

비 가공장비선반 분야와 CNC 분야에서 기술력을

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스마트제조

며, 기존 제조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스마트공

분야와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 및 핵심부품 분야

2 0 2 1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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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자

한국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기업의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중국 전

중국우위의 경쟁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협력

자설비제조업 거점인 장쑤성의 경우 <대외개방에

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거대 제조데이터 및 환경

관한 외자유치 확대정책의견>에 따라 외자기업에

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한 스마트제조 공급

기술설비 관세 면제, 중대기술장비의 핵심부품 및

능력을 확보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및

원자재 수입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

기술현지화에 따른 제품의 시장친화력을 강화시

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제휴로 기술우

킬 수 있다. 스마트제조장비의 경우 사용자 편의

위 추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미 다수의 글로

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다양한 제품 및

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협

서비스를 포함하는 분야로 중국도 해외 기업과의

력 등에 따른 부메랑 효과만을 따질 수는 없을 것

협력을 장려하고 있는 분야이다.

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 분야의 경우 이미 중국

로 활용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

수요처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분

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협력구조를 구축하여야

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중국

중국시장 의존성이 높은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활

은 자국 내 기업들이 해외의 우수한 제조장비기업

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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