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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2020.4.1)에 따라 그간 소재·부품에 이어
제조장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장비는 제품 품질, 부가가치, 생산성 등을 결정하는 제조업의 근간으
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과 함께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은 제조장비 산업의 시장지배력 확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밀가공장비 산업1)은
선진국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기술과 노하우가 체화된 제조기술의 총 집약체인 바, 선진국이 끝까지 놓
지 않는 핵심전략 산업이다. 그간 완제품 시장의 주도권 이동에도 불구하고, 제조장비 산업은 독일, 미국
제조업의 위상 강화와 일본 제조업 재건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기업들은 제조공정장비를 토
털 엔지니어링 시스템(장비 단품 이외에 IT 솔루션,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턴키 방식의 종합 서비스 제
공)으로 공급하고, 장비 및 시스템·솔루션을 플랫폼화하는 추세이다. 중국 및 후발국들의 추격을 감안할
때, 우리 정밀가공 장비업계는 단품 단위의 범용 장비를 스마트화하고, 토털·엔지니어링 패키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밀가공장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1) 여기서 정밀가공장비 산업은 공작기계산업(Machine Tool Industry)을 의미한다.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Mother Machine)”이며, 다양한 제조방법 중에서 절삭가공과 소성가공에 이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한다. 절삭기계는 가공과정에서 칩
(Chip)을 발생시키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소요의 형상으로 가공하는 기계이며, 성형기계는 가공과정에서 소성에 의하
여 단지 형태만 변형시켜주는 기계이다(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www.kom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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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소재·부품·장

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우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해외 선진 장비에의 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

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선진 장비업체

구축, 자금·운영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

와 같이 고부가 생산시스템 공급 구조로 전환하

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신설된 ‘소재·

지 못하면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 차별화가 어

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통해 전년 대

렵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력 회복, 지속적인 성

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

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완제품 생산의 전방산업

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소재·부품·장비 관련법은

과 제조장비 산업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전방

2001년 제정 이후 소재·부품에서 이번에 소재·

주력산업의 수요에 의한 조달 차원에서 벗어나 장

부품·장비로 확장된 것이다. 정밀가공장비 산업

비산업이 전방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고부

은 자동차, 조선, 항공 등 거의 전산업의 제조공

가 장비의 자체 설계능력 확보를 지향해야 한다.

정에 필수적 장비인 바, 산업적 중요성이 매우 큰

정밀가공장비 산업은 제조업을 근간 산업으로 선

산업이다. 정밀가공장비는 국가 산업 전체의 경

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부 주도의 정책지원을 지

쟁력과 직결된다. 최근에는 ICT·서비스 솔루션

속하고 있는 분야이다. 글로벌 정밀가공장비 산

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시스템 공급체계로 제조시

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업계에의 시사

스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시

점을 모색해 본다.

2. 주요국 정밀가공장비 산업 관련 정책 추진 동향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과 함께 독일, 미국,

첫째, 독일은 하이테크전략 2020의 실행계획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생산시스템의 지배력 확산

하나로 전통 제조업과 ICT를 연결하는 공정기술

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개발로 수요자 맞춤형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밀가공장비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중 독일

방향으로 인더스트리 4.0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

의 Platform Industry 4.0, 일본의 Smart Supply-

다. 인더스트리 4.0 추진을 위한 주체로서 독일

Chain (Manufacturing), 미국의 Manufacturing

의 대표적인 협회(BITKOM: 독일 정보, 경제, 통

USA 그리고 중국제조 2025 등을 중심으로 살펴

신, 뉴미디어 협회, VDMA:독일 엔지니어링협회,

본다.

ZVEI: 독일 전기전자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플랫

2 0 2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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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인더스트리 4.0’이 출범하였다(2015). ‘플랫폼

도하에 AT&T, 시스코, IBM, 인텔 등 5개사를 주

인더스트리 4.0’은 제조기반 산업의 하드웨어를

축으로 2014년 설립된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최적으로 연결하여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데 목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을 글로벌 플랫폼

표를 두고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체

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 등과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더스트

셋째, 일본은 Smart Supply Chain(Manufactur-

리 4.0의 미래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연방경

ing) 전략2)을 통해 제품의 개발, 제조, 생산, 서비

제에너지부에서는 ‘Autonomics for Industry 4.0’

스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계 간, 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는 스

정 간 기업 내외부에 연결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마트 생산지원시스템, 생산공정 네트워크화, 맞

통해 안전하고 생산 효율이 높은 생산시스템을 구

춤형 생산시스템 제작, 생산공정 효율성 증대 및

현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협력을 통해 실시간 데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의 제조기반 혁신

이터 플랫폼 구축,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

사례로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빅데이터를 활

용 환경 구축, 중소기업 IoT 도입 지원 등을 주요

용한 설비 지능화, 지능화 공정을 구축하여 불량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률을 기존의 1/40 이하로 개선하였다.

넷째,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성

둘째,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기술혁신, 교

장을 강조하며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분야와

육·훈련, 제도 및 인프라, 시장 접근성 확대와 공

5대 중점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0대 중점분야

정경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

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다. 미국은 제조혁신을 위해 첨단제조 파트너십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

(AMP) 정책 이행을 위해 국가제조혁신 네트워

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

크(NNMI) 구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국가제

차, 전력설비, 농업 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

조 혁신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하이테크 중심

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다. 5대 중점프로젝트

의 산·학·연·관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18년 기

에는 제조업 혁신센터, 스마트제조, 공업기초 역

준 14개의 제조혁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장

량 강화, 녹색 제조, 첨단장비 혁신 등 제조기반,

기적으로 40개를 설립할 예정이다. 제조기반 분

제조공정 및 장비 분야의 혁신 등이 포함되어 있

야 R&D 지원 강화를 위해 NSF의 엔지니어링 부

다. 중국제조 2025 타킷 기술 품목의 약 80%가 제

문 CMMI(Civil, Mechanical and Manufacturing

조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국제조 2025의 구

Innovation) 분야에서 AM(Advanced Manufatur-

체적 추진전략을 다룬 중점분야 기술혁신 로드맵

ing)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AM 프로그램
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시스
템, 공장, 제조장비 개발 및 최적화 기초연구 지원
을 한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인 GE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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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분야별 중간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로 스
마트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나소
닉, 닛산 등 30여개 제조사, 연구기관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 관련 컨소
시엄을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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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NC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등 제조장비산업

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차별적 인수·합병을 저

집중 육성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지할 수 있도록 M&A 적법성 검토 기간을 2개월

선진국의 정밀가공장비 보호 사례를 보면, 독

에서 4개월로 확대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했다.

일 정부는 중국 엔타이하이그룹에 의한 독일의

2016년 독일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쿠카가

공작기계 메이커 라이펠트 메탈스피닝 인수를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에 45억 유로에 팔려나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제조장비 분야의 핵심기

가면서 기술유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발단이다.

술 유출이 독일의 공공질서와 안보를 위태롭게

중국 자본의 투자에 가장 관대하였던 영국도 미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독일은 자국 기업

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유사한 시스

<표 1>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미국 IIC의 주요 내용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미국 IIC

주체

독일 연방정부

글로벌 대기업

지원형태

정부 산업정책

개방형 비영리 컨소시엄

중점산업

제조기반 산업

제조업, 에너지, 운송, 헬스케어, 전력·수도·가스

중점기술

자동화, 로봇, 공급망 조직화,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자동화, 통신장비, 데이터 흐름, 장치 제어/통합,
예측분석

중심기반

하드웨어

SW, 하드웨어 통합

중점지역

독일

글로벌 시장

지원기업 형태

중소기업

모든 형태의 기업

최적화 분야

생산 최적화

자산 최적화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재인용.

<표 2> 중국제조 2025의 5대 중점프로젝트 중 정밀가공장비 관련 분야
중점 프로젝트

주요 목표 및 내용

스마트제조

- 차세대 정보기술 제조설비 융합을 통해 제조공정에 이용
- 주요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로봇 대체 추진
- 핵심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작업 공장 건설
- 스마트제조 표준 및 안전보장 시스템 구축
- 2020년까지 주요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화 수준 대폭 향상, 시범 프로젝트 운영비용 30%
절감, 상품생산주기 30% 단축, 불량품 발생률 30% 감소
- 2025년까지 주요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화 전면 추진, 시범 프로젝트 운영비용 50% 절감,
상품 생산주기 50% 단축, 불량품 발생률 50% 감소

- 대형 항공기,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민용 우주항공 등 산업 프로젝트 실시
- 에너지 저감형 신에너지 자동차, 해양설비, 첨단선박, 원전설비, 의료설비 등 중점 분야의
산업 프로젝트 실시
첨단장비 혁신
- 2020년까지 상기 분야의 독자적 R&D 및 기술응용 실현
- 2025년까지 독자적 특허를 보유한 첨단장비의 시장점유율 대폭 향상, 핵심기술의 대외의
존도 대폭 하락 목표
자료 : KOTRA(2018), 「중국 제조업과 스마트 제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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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도입하였다. 영국의 국가안보 및 투자 백서

국 기업 인수를 정부가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대

를 계기로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해외 기업의 자

폭 강화하였다.

3. 글로벌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시장 동향
글로벌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생산추이를 보

중국이 약 245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33억 달러

면, 2000년 약 36억 달러에서 연평균 5.6%씩 증

로 2위, 독일이 130억 달러로 3위, 우리나라는 약

가하여 2018년 94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

49억 달러로 5위를 차지하였다.

된다. 주요국의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위상을 보

주요 국가별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면, 일본과 독일이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따른 변동이 있지만, 안정

으로 시장지배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

적인 내수시장과 기술력 중심의 수출을 유지하고

계 최대의 생산·소비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대

있다. 2020년 1월 기준 정밀가공장비 산업 수주

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고부가가치 영역인

는 808억엔으로 전월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CNC(Computerized Numerial Control) 생산기술

전년 동월대비로는 3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

등의 경우 독일, 일본이 전통적으로 압도적 기술

났다. 내수 수주는 296억엔으로 전월대비 20.7%

3)

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규모 기준으로 2017년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06억엔,

3) CNC는 제조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모듈로 기계 구동부
(H/W)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광의의 CNC는 HMI, 협의의 CNC, 구동
부를 합친 모듈을 의미한다. CNC 시스템은 CNC 공작기계 제조원가의
약 25~35%를 차지하여 공작기계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한다. CNC 시
스템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76억 달러(2019년) 인데, 이 중 일본과 독일
이 세계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일부 CNC

기술을 보유하고 일부 자체 HMI 탑재도 시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
력에서 절대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CNC 수요는 화낙, 미
쓰비시 등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이는 장비 운전자가 일본 시스템
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표 3> 글로벌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수급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5

2010

2015

2018

연평균증가율
(2000~2018)

생산

35,641

54,928

78,197

86,000

94,594

5.6

수입

23,056

34,379

38,369

45,047

48,809

4.3

내수

38,607

59,391

77,683

84,741

91,790

4.9

수출

22,424

30,619

38,883

46,306

51,615

4.7

자료 : Gardner,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자료.
주 : 2018년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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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위상(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

생산

내수

수출

수입

무역수지

독일

12,996

6,425

9,536

2,964

6,572

일본

13,342

6,203,

7,974

834

7,140

중국

24,520

29,970

3,290

8,740

-5,450

이탈리아

6,030

3,968

3,551

1,488

2,063

미국

4,965

8,142

1,732

4,909

-3,177

한국

4,853

3,842

2,352

1,341

1,011

대만

4,291

1,784

3,347

840

2,507

자료 : Gardner,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자료.
주 : 2018년 추정치.

-31.3%), 자동차(90억엔, -1.9%), 전기기계(19억

다. 절삭가공장비 수주는 2억 6,300만 달러로 전

엔, -4.0%) 등으로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다. 수

월대비 33.1% 감소(전년 동월대비 -33.1%), 성형

출 수주는 512억엔으로 전월대비 3.1% 감소하였

가공장비는 600만 달러로 전월대비 9.1% 증가(전

으며, 전년 동월대비 34.9% 감소한 것으로 나타

년 동월대비 -56.9%)한 것으로 나타났다.5)

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95억엔, -1.4%), 북미

대만은 2020년 2월 기준 정밀가공장비 수출은

(182억엔, -7.1%), 중남미(4억엔, -14.0%) 지역은

1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21.3% 감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유럽(123억엔, 1.9%) 지역

소, 전년 동월대비로는 19.3% 감소한 것으로 나

4)

은 전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절삭가공장비는 1억 1,400만 달러로 전

미국은 2020년 1월 기준 정밀가공장비 수주는

월대비 28.0% 감소하였으며, 성형가공장비는

2억 6,900만 달러로 전월대비 32.4% 감소했으며,

3,100만 달러로 전월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월대비로는 3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나타났다.

4) JMTBA(www.jmtba.or.jp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참조.

5) AMT(www.amtonline.org),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참조.

4. 글로벌 정밀가공장비의 기술개발 동향
정밀가공장비의 기술개발 동향을 보면 다음과

다기능화를 통해 장비와 공정 전체가 하나의 플

같다. 정밀가공장비는 단위 장비 및 개발 공정 중

랫폼처럼 움직이는 공장 자율화를 지향하고 있

심의 생산성 한계 극복을 위해 장비의 스마트화,

다. 첫째, 스마트화 추진 동향이다. 정밀가공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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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국 정밀가공장비의 기술개발 동향
국가

주요 내용

- ‘Manufacturing

USA’ 이후 국가연구소 중심의 연구 강화(NNMI), 장비산업의 기술 기금 및 펀딩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
인 장비산업 분야 연구 및 투자 강화
미국 - 정밀가공시스템

분야에서는 보잉, GE 등 자국의 강점이 있는 우주/항공산업을 바탕으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및 3차원
적층제조 기술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운영 및 인공지능 S/W 등에서도 매우 우수한 기술력 보유
- 자동차,

로봇, 반도체, 자동화 등 주요 수요산업 강국, 정부 전략 ‘Connected Industrie 4.0’ 이후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등 정부 적극 지원
일본 - 독일과

함께 전통적인 정밀가공시스템 분야 기술 강국이며 DMG-MORI, Mazak, Okuma, Fanuc 등의 세계적 기업들과
함께 대학 및 연구소들의 관련 기술 역량도 매우 우수
- 부품

및 가공장비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공구, 공정, 유연자동화 시스템 등의 시스템 패키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강점
- 정밀가공시스템

분야는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을 보유
- 독일은

정부의 ‘Industrie 4.0’ 정책에 기인한 장비산업의 회복으로 전자, 로봇, 소프트웨어, 기자재 강국
유럽 - 이탈리아는

‘Industria 4.0’, 중소기업 제조설비 현대화 및 투자지원 등 장비산업 확대 및 내수 비율 확산 정책 시행 중
- 가공시스템

H/W뿐만 아니라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CNC 및 상위 운영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공장 운영·제어 기
술 등 Industry 4.0 핵심기술 선도
- 제조업

경기둔화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부정책 ‘제조업혁신 3.0’ 등 제조업 회복 추진
한국 - 일반

범용 장비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축/복합/고생산성 가공장비, 첨단 신소재 가공장비, 3차원 적층 제조
장비, 장비/셀의 지능화 운영·제어기술 등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원천 및 상용화 기술이 부족
- 2009년 이후 정밀가공장비 최대 생산국, ‘중국제조 2025’ 등 가공장비 분야 기술고도화에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산 중
- 현재

한국보다 다소 뒤떨어지는 상태이나 자국의 거대 시장을 배경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중국
- 범용장비뿐만

아니라 메탈케이스 가공기 등을 대상으로 CNC 개발 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의
기술적 대응이 필요
자료 : KIMM,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참조.

의 스마트화 기반하에 다양한 장비들(3D프린팅,

둘째, 정밀가공장비의 유연화 추진 동향이다.

로봇 등)이 연결되면서 공정·장비가 자율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 확대에 따른 공정 및 장비

관리되고 지능화된다. 장비의 자율적 상태 관리,

의 유연화, 다기능화 및 즉시 대응 시스템 개발을

장비의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물리적 생산 혁신

가속화한다. 다양한 제품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이 가능해진다. 3D프린팅 장비는 기존에 불가능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간 연계 시스템이다. 아디

했던 생산방식이 간결하고 쉬운 방식으로 제조할

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여 자국

수 있게 되었다. 단위 장비나 장비의 핵심 기능들

(독일)에서 신발 공장을 재가동하였다. 독일 아디

이 주변 환경 및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인지·진

다스 스피드 팩토리에서는 운동화 개발 기간을 수

단하여 최적의 상태를 도모하고, 실시간으로 사

개월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용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다. 공작기계 볼스크류의

셋째, 정밀가공장비의 플랫폼화 추진 동향이

축베어링의 압력을 실시간 감지하여 인공지능 기

다. 스마트 제조장비들의 연결로 데이터들이 통

술로 이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학습하여 실시간

합 관리되면서 가상세계에서 공정 전체에 대해 최

최적의 예압을 설정한다(Okuma社 OSP-AI 기능).

적 생산성을 검토하고 학습하며 자가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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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비의 핵심 부품들이 데이터의 원천 소스 역

(混流生産, 1개의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부품·제

할을 수행하면서 장비, 공정 전체를 관리하며, 가

품을 만드는 생산시스템)이 가능한 FMS(Flexible

상 세계에서의 생산 혁신의 진화가 가능하다. 복

Manufacturing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지멘스,

수의 패키지화된 스마트 장비들과 공정들이 모

GE, 파나소닉 등의 경우 SW 기업 인수 및 제휴를

두 연결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상화(CPS)되

통해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공장 플랫폼 제시

어 유연 공정에 대해서도 최적 해법을 제시하고

등 토털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 중이다.

학습·진화한다. 공정 및 부품·제품 변화에 따라

스마트화에 기반한 패키지형 장비들이 빠르게

재구성이 가능한 모듈형 가공시스템, 혼류생산

구축되고 있으며, 선진기업들의 시장 성장 및 패

<표 6> 글로벌 정밀가공장비 선도기업 현황
업체명

사업 분야 및 주요 추진 내용

DMG
MORI

- 독일의 DMG와 일본의 Mori Seiki의 전략적 제휴로 DMG MORI 탄생(2009.3)
- 수직/수평 하드터닝, 5축 밀링을 원 셋팅으로 작업이 가능한 고정도 복합 머시닝센터 등 고신뢰 복합기 기술 선도
- 모듈러 가공시스템 및 초음파/밀링 복합가공기(ULTRASONIC 시리즈) 상품화
- 금속 3D 적층과 5축 밀링을 복합한 LASERTEC 65 상품화·이송계의 질량중심과 이송중심을 일치시키는
DCG(Driven at the Center of Gravity)시스템 구조 설계를 전 기종에 도입
- 특히, 멀티 터릿, BMT 등을 도입한 다기능형 복합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
- 지능형 HMI인 Celos를 플랫폼화하여 이기종 CNC에 대한 다양한 장비운용 모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Shaffler와의
Machine 4.0 프로젝트에서 센서융합 데이터 연계 모듈로도 확장
- 수평형 머시닝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연생산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터닝센터나 수직형 머시닝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셀 자동화 시스템 공급에도 역량을 투입

- 멀티태스킹 머신, CNC 선반 및 5축 가공기, 라인대응 수직형/수평형 머시닝센터, 레이저 가공기 등 전 라인업을 구성
- 유연 가공라인에서 Manufacturing, Engineering, Marketing 간의 통합 시스템을 지향하는 Cyber-Factory IT·서비스
Mazak
솔루션 동반 공급
- Smart Box를 통해 생산 시스템의 보안, 능동적인 장비 및 공정 모니터링 수행
- 금속 3D 적층이나 마찰교반 접합 등 다양한 공정간 융합화 장비 개발이 뚜렷하게 나타남
- ‘TruLaser’시리즈

출시 등 초정밀 가공 기술, 3D 프린팅 기술 및 레이저 가공기술 고도화 적극 추진
- 공작기계 비중이 84.3%인 전문회사로 판금 레이저가공기 시장 주도
- 독일 외 EU·대만·미국 등 생산기지화로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Trumpf
- 레이저 절단기와 판재 절곡기에 대한 자동화 장치 개발을 통해 판금 가공 라인의 유연생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솔
루션을 제공
- 다양한 출력의 레이저 소스를 보유하여 절단뿐만 아니라 금속 적층, 미세 패턴 가공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을 공급
5ME

- 세계 최초로 액화질소(LN2)를 사용한 극저온 가공시스템(Through-Spindle 타입)을 출시하며 극저온 가공기술 선도
- 난삭재 가공에 적합한 수평형 머시닝센터 SPECHT 시리즈 등 다양한 자사의 머시닝센터 제품군에 극저온 가공시스
템 기술 및 MQL 기술 제공

FASTEM

- 가공장비 자체는 생산하지 않으나 장비메이커와 협력하여 FMC H/W 플랫폼 및 셸제어·운영 S/W를 공급
- Mazak, DMG 등 선도 장비업체와 함께 FMC/FMS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 수치제어장치(CNC), 산업용로봇, 공장자동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보유
- 이외에도 소형 머시닝센터, 초정밀 나노가공기, 사출성형기, 방전가공기 등 다양한 라인업 구성
FANUC - 나노급 3차원 미세형상 가공을 위한 5축 초정밀 가공기(ROBONANO) 상품화, 고속가공을 위한 shuttle unit과 기상측
정을 위한 nanochecker 등 채택
- 사출성형기인 ROBOSHOT은 최적의 사출성형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능 탑재
자료 : KIMM,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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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형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이션, 안전 기술 등의 고급 제어 고도화 기술이

고속/복합가공기, 적층가공, 장비 간 연결, 스마

개발되고 있다. 지멘스(Siemens/독일), 화낙(Fa-

트 박스 플랫폼 등 스마트화 및 패키지화를 내세

nuc/일본)의 경우 기존의 장비 성능 강화에서 시

운 고생산성 유연·지능형 생산 솔루션이 확산되

뮬레이션, 충돌 등 안전방지를 위한 기능을 추가

고 있다. DMG-Mori, Mazak, THK 등 패키지 판

하고 있다.

매율이 높은 업체의 매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

선진기업들은 제조공정 장비를 토털 엔지니

났다(2017년 기준 DMG-Mori는 전년대비 30% 증

어링 시스템(장비 단품 이외에 IT 솔루션, 설계

가, THK의 경우 전년대비 50% 증가). 자동차, 항

부터 유지/보수까지 턴키방식의 종합 서비스 제

공 등 전방산업의 전기동력화, 스마트화에 따른

공)으로 공급하고 장비 및 시스템·솔루션을 플

혼류생산, 다기능 패키지 제조장비 등의 수요가

랫폼화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글로벌 장비업체

확대되고 있다. 정밀가공장비 산업에 공통으로

인 Mazak6)(Cyber-factory), DMG-Mori(Cello/Ada-

CNC 기술혁신을 위한 고성능화, 디지털 트윈과

mos) 등은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진단·제어 지능화 기술 등

하는 토털 솔루션 장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CNC는 제조장비산
업의 공통 핵심기술로서 독일, 일본의 선진기업
들이 선점하고 있으며,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다
축·다계통 제어, 제어시스템 고성능화 및 시뮬레

6) 세계 최대 절삭가공장비 회사인 Mazak은 매출 규모가 약 3조원이다.
절삭가공장비 세계 10위권 회사는 일본 4개사(Mazak, DMG-MORI,
Okuma, Makino) 독일 3개사(Grob, Emag, DMG-MORI는 중복), 한국
(두산공작기계), 미국(Haas), 스위스(GF Machine), 중국(Shenyang) 각 1
개사이다.

5. 우리 업계에의 시사점
우리나라 정밀가공장비 산업은 생산 세계 6위,

존하며 국내 인프라가 취약하다. 국내 정밀가공

수출 세계 7위, 국산화율 65% 수준으로 높은 편

장비 산업은 스마트 정밀가공장비 기술의 열세에

이나 하이앤드급 고부가가치 정밀가공장비의 경

따른 낮은 국산장비 수요로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우 상당수를 독일,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있다. 생산 및 수출의 주요 품목은 머시닝센터,

국내 정밀가공장비 산업에의 시사점을 모색해

NC 선반, 프레스 등이고, 연삭기의 경우 수입 의

본다.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선진국인 독일, 일본

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주변장치의 경우 경쟁

이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

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CNC, 베어링, 볼스

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내수를 기

크류, 서버 모터 등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

반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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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술력 강화, 해외 네트워크 확대, 판매채

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구

널 확대를 위한 M&A 및 기술제휴를 확대하고 있

축해야 한다.

다. 우리나라도 정밀가공 장비의 중요성을 재인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 차원에서

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안정적인 예산투입 계획, 우수인재 육성 계획, 공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밀가

급·수요 업체들의 참여 계획 등을 포함한 적극적

공장비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통

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정밀가공장비

해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까

산업의 R&D 측면에서는 기술축적을 위한 명확한

지 보면,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수

목표기반의 장기적인 R&D 및 연구과제 수행이

준을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개괄적인 수준의 진

필요하다. 정밀가공장비의 고부가가치화도 적극

단을 수행한 결과들이 있을 뿐이다. 그동안 파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익률이 낮은 단품 단위

악되지 못했던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실태를 산

의 범용 장비를 스마트화하고, 패키지 공급이 가

업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정밀

능하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

가공장비 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다. 글로벌 정밀가공장비 선진국들은 수요산업이

주요 제품 및 부품별 상세 기술 수준, 가격 및 품

요구하는 기술 고도화에 맞는 정밀가공장비 기술

질 수준, 거래기업과의 관계, 애로사항, 정책 수

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

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전반적인 산

제어 솔루션 등 ICT 기술 융복합, 초정밀 가공기

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다, 4차 산업혁

술 고도화 및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확산되는 추

명 시대의 도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이다. 제품기술과 더불어 서비스(A/S 등) 경쟁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생태계 및 현황 분석을 주

력이 곧 정밀가공장비 시장의 경쟁력으로 부각되

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또는

고 있다. 관련 업계는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모

2~3년 주기로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특성 및 경쟁

듈화 및 시스템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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