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업기술
발전사

화학
Chemicals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한국경제는 지속되는 

사회 혼란과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며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도성장의 한가운데에는 

산업기술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학

기술 플랫폼이란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글로

벌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혁신 및 국가 미래 기술전략 정책을 제안

하면서, 미래지향적 우수 공학인재 발굴과 함께 육성 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범국민적 기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해 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진국과의 

기술개발 경쟁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 R&D 혁신, 제조업 재도약, 신산업 전략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발전의 롤 모델로서 국제적인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산업기술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기록은 희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 개발 주역들의 목소리

를 담아 살아있는 경험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가 걸어온 산업기술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미래의 산업기술에 대한 청사

진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이에 한국공학한림

원은 한국 산업기술발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 경험을 후대에 전수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

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발전사>를 발간하였습

니다.

이번에 편찬하는 <한국산업기술발전사>에는 광복 이후부터 2015년

까지 70년간의 각 분야별 산업기술 발전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록되

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편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의 틀

을 잡았고, 이에 기반하여 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

학, 소재, 섬유·식품,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건설 등 10대 산

업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 분야의 기술개발 주

역 및 연구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기술 발전과정을 생생하게 담

아냈습니다. 또한 내용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에게 감수를 부탁하였

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문과정을 거쳤습니다.

끝으로 지난 3년 동안 편찬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

들께 한국공학한림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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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중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거나 물리

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화학적 현상

이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화학적 변화를 활용하여 좁게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돕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한편으로, 

넓게는 세계의 화학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야가 화학 산업입니다. 참으로 방대하고도 흥미

로운, 그리고 너무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진면목이 아

닐 수 없습니다.

화학 산업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비롯하여 IMF 외환위기, 글로

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엄청

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은 소

규모의 ‘가내공업적 일거리’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착수되고 1963년에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 울산정

유공장이 세워지면서 비로소 ‘화학 산업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이때

도 우리나라 화학 잡지의 표지에 실을 만한 대규모 화학 분야의 시

설은 울산정유공장과 충주비료공장이 전부였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졸업에 앞서 견학하였던 산업시설이 가성소다공

장, 맥주공장, 화약공장, 페인트공장 등이었으니, 당시의 상황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전벽해, 그 뜻 그대로의 눈부신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 5위의 ‘화학 산업 대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편

찬사를 쓰고 있는 오늘도 석유화학 분야의 기업들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한 메모리 반

도체 산업, 이러한 전자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기전자 기기용 화학

소재 산업,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화장품, 그리

고 이 모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정밀화학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

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지런히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 산

업 중에서 세계의 선도적 위치에 선 분야가 숱하게 생겨났음은 당

연합니다. 규모면에서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한화케

미칼 등이 세계 50대 화학회사 명단에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올렸

습니다. 특히 LG화학은 2017년에 세계 10위의 화학회사로 우뚝 섰

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정밀화학 중 몇몇 분야는 아직도 

원제나 중간체를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이 많다는 사실이 그것입니

다. 산업기술은 내수 시장의 규모와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앞으로의 수입 대체 속

도가 지금까지의 진도에 비하여 다소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것이라는 명제는 

너무도 명료하기에, 기술개발에 속도와 무게를 더하는 일은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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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화학 산업기술발전사>는 두 가지 특징으로 꾸려졌습니다. 첫째는 

많은 화학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필자로 참여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는 석유화학과 비석유화학의 불균형적 현실을 굳이 조정하지 않았

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성장의 역사가 

하나, 화학물질에 따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변천사가 또 다른 하나

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의 일관성과 문체, 그리고 서

술 방식의 통일성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부분이나 최근 두드러지게 성장한 

부분을 잘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

리를 담을 수 있었다는 점은 그 덕분에 얻은 보상이었습니다.

<화학 산업기술발전사> 발간을 추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무엇보다 화학 산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할 기회

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프로젝트를 발의하고 기획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공학한림원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편찬

과정에서의 고뇌도 몇 가지만 털어 놓습니다. 우선 다종다양한 업

종으로 구성된 화학 산업의 특성상 화학 분야 모두를 망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수 시장의 규모가 크고 산업적으

로 중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기록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음

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너무 소홀했음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

꼈으며, 그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 기록에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게 지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가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화학기술이 이처럼 성장·발전하기까지 산업 현

장 곳곳에서 땀 흘린 기술인들에게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찾기가 쉽지 않은 역사를 발굴·기록함은 물론이고 윤문 과정에서

도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정 과정을 참을성 있게 견딘 집필자들

과 마지막 윤문 작업을 통하여 한결 나은 <화학 산업기술발전사>로 

꾸며준 전북대학교 이은경·신미영 교수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

니다. 집필자의 명단은 따로 페이지에 기록하였습니다. 모쪼록 한국

의 화학 산업이 앞으로도 더더욱 성장·발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

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의 화학 산업과 인류생활에 공헌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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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연혁

001

1927
/ 조선질소비료 설립

1941
/ 조선다이야공업(현 한국타이어) 설립

1942
/ 흥아고무공업(현 넥센타이어) 설립

1945
/ 태평양화학공업사(현 아모레퍼시픽) 설립

/ 남선도료상회(건설화학, 현 강남제비스코), 

 도료 수입·판매업 시작

/ 대한오브세트잉크(현 노루홀딩스) 설립

1946
/ 동화산업(현 삼화페인트공업) 설립, 

 도료 생산 시작

1947
/ 락희(樂喜)화학공업사(현 LG화학, LG생활건강) 설립, 
 ‘럭키크림’ 출시

/ 무궁화, 우리나라 최초 비누 

 ‘무궁화 세탁비누’ 출시

1952
/ 김종희, 한국화약(현 한화) 창립

1954
/ 애경유지공업(현 애경산업) 설립

1955
/ 충주비료공장 착공

/ 호남비료 설립

1956
/ 한국화약, 국내 최초 산업용 폭약 초안폭약 

 세이프티마이트 국산화 성공

/ 흥아고무공업, 국내 최초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1958
/ 한국특수제지공업(현 한국제지), 

 독일 브루더하우스사 슈퍼캘린더 도입

1959
/ 한국화약, 다이너마이트 상업생산

/ 청구제지(현 무림에스피), 백상지 양산 성공

1959
/ 동성화학공업 설립, 신발용 접착제 생산

/ 락희유지공업(현 LG생활건강) 설립

1950년대

화학 연혁

비료 산업일반화합물 산업 석유화학 산업 정밀화학 산업 화공서비스 산업

1920 ~ 1940년대 1960년대

1960
/ 금호(현 금호타이어), 타이어시장 진출

1961
/ 제1비료공장 충주비료 준공
 (국내 최초 근대적 화학 장치산업, 인재양성소로 큰 역할)

1962
/ 효성그룹, 한국다이야제조(현 한국타이어) 인수

1962
/ 경기화학공업사(현 오공) 창립  

1962
/ 제2비료공장 호남비료 준공

1963
/ 애경유화, DOP 자체 기술로 생산
/ 코오롱, 나일론6(원사) 생산

1964
/ 한국비료공업(현 롯데정밀화학) 설립

1964
/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준공

1965
/ 대한색소공업(현 한국바스프), 

 국내 최초 유기 및 무기안료 생산

1966
/ 대한프라스틱(현 한화케미칼), PVC 생산

1966
/ 태평양화학공업, 세계 최초 ‘ABC인삼크림’ 출시

1967
/ 제3비료공장 영남화학
 (동부그룹 편입 후 ‘동부한농화학’으로 상호 변경) 준공

/ 제4비료공장 진해화학 준공
/ 제5비료공장 한국비료 울산공장 준공
 (세계 최대 규모 단일요소비료 공장)

1967
/ 울산지구, 국내 최초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정

/ 대한석유공사, 나프타 생산

1968
/ 애경유화, 무수프탈산 생산

/ 미원, PS 생산
/ 울산석유화학단지, 합동기공식

1969
/ KIST 박달조 박사 지도하 안영옥 박사팀이 
 불소화합물 연구 개시

1969
/ 호남비료, 메탄올 생산

1969
/ 욱성화학공업사(현 욱성화학) 설립, 

 유·무기안료 생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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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80
/ 럭키콘티넨탈카본(현 코리아카본블랙), 

 부평공장 건설(1968)에 이어 여천공장 신설

1980
/ 여수석유화학단지 입주 5개사 합동 준공식 거행
/ 금호석유화학, BR 생산
/ 한화케미칼, EDC 생산

1981
/ 한국화약, 채탄용 함수폭약 국산화 및 

 연속식 Ng 자동초화시스템 도입
/ 제철화학(현  OCI), 미국 애쉬랜드사 지원으로 
 포항공장 건설

1982
/ 금호EP고무(현 금호폴리켐), 
 하이스티렌고무 자체 기술로 생산

1983
/ 진양화인케미칼(현 KPX화인케미칼), TDI 생산
/ 금호석유화학, SB 라텍스 생산
/ 금호석유화학, NBR 생산

1983
/ 애경, 저공해 세제원료 AOS 개발
/ LG화학, LAS 등 연속 생산
/ 동부·미국 몬산토사 합자로 

 코리아실리콘웨이퍼(약칭 코실) 설립

/ 희성촉매 설립

1985
/ 전주제지(현 전주페이퍼, 당시는 현 한솔제지의 전신), 

 100% DIP로 만든 신문용지 최초 생산

1985
/ 금호EP고무, EPDM 생산
/ 한양화학, EVA 생산

1985
/ 럭키소재, 실리콘 웨이퍼 사업 시작

/ 한국포리올(현 KPX케미칼), 계면활성제 연구 시작
/ 쌍곰, 내장용 유기질(타일) 접착제 시장에 본격 진출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발족

1986
/ 한양화학, LLDPE 생산
/ 정부, 「화학공업 육성법」 등 

 7개 개별 산업 육성법 폐지, 「공업발전법」 제정

1987
/ 울산화학(현 후성), 연산 1만 톤 CFC-11/12 생산공장 준공

1987
/ 럭키(현 LG화학), 사우디 주베일에 사빅(SABIC)사와
 VCM / PVC 공장 건설

1988
/ 금호석유화학, SSBR 생산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폴리아세탈 생산

1989
/ 한국타이어, 세계 두 번째로 고른 기포의 

 발포고무 생산에 성공

1989
/ 동진화성공업(현 동진쎄미켐), 

 G-line 포토레지스트 개발 성공
/ 정부,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발표

1970년대

1970
/ 대한석유공사, BTX 생산
/ 「석유화학공업 육성법」 제정

1972
/ 동서석유화학, AN 생산
/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합동준공식 거행

/ 한양화학(현 한화케미칼), LDPE 생산
/ 대한유화, PP 생산
/ 대한석유공사, 나프타 분해공장 준공,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생산

/ 한양화학, VCM 생산

1972
/ 삼원화학(현 삼원) 설립, 일본 사이덴화학사로부터 

 아크릴에멀전 호제기술과 점착제 기술 도입

/ 경기색소 설립, 안료 제조

1972
/ 해동와사공업사(현 린데코리아) 설립

1973
/ 한국종합화학공업 설립(충주비료, 호남비료 합병)

/ 제6비료공장(충주비료 암모니아센터) 준공

1973
/ 이수화학공업, 알킬벤젠 생산

/ 대한유화, HDPE (PP 병산 공장) 생산
/ 금호케미칼(현 금호석유화학), SBR 생산
/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천명

1973
/ 한국산업가스(현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오사카산소와 합작으로 액화산소 공장 설립

1974
/ 대한화학펄프(현 무림P&P) 설립

1974
/ 한국카프로(현 카프로), 카프로락탐 생산

/ 한국에탄올,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 공장 준공

/ 한남화학, EPS 생산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설립

1974
/ 고려화학(현 KCC), 도료업계 진출

1975
/ 한국포리올(현 KPX케미칼), 폴리에테르 폴리올 생산

1976
/ 금호피앤비화학, 페놀/아세톤 생산

1977
/ 울산화학(현 후성), KIST의 기술로 
 불소화학 제품(CFC-12 및 AHF) 상업생산 시작

1977
/ 제7비료공장 남해화학 준공, 비료 완전자급 달성

1977
/ 코오롱인더스트리, C9 석유수지 생산

1977
/ 삼보정밀화학공업 설립

1978
/ 동부한농화학, SM 생산
/ LG화학, ABS 생산
/ SK케미칼, PET 레진 생산

1979
/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 EG 생산
/ 태광산업, 스판텍스 생산

화학 연혁

비료 산업일반화합물 산업 석유화학 산업 정밀화학 산업 화공서비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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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연혁

1990년대

1990
/ KIST 내에 CFC대체기술센터 설립
/ 한국타이어, 국내 최초 윈터타이어 개발

1990
/ 삼남석유화학, QTA 생산
/ 코오롱, SAP 생산
/ LG화학, ASA 생산

1990
/ 정부, 석유화학 투자 자유화 단행

1990
/ 럭키소재, 코실 인수, 

 실트론(현 SK실트론)으로 사명 변경

1991
/ 효성, PDH 공장 완공
/ SKC, PO와 PPG 생산
/ 금호피앤비화학, BPA 생산
/ 대산석유화학단지(충남 서산) 준공식(민간기업 주도 건설)

/ 삼양화성, PC 생산

1991
/ 동양화학공업(현 OCI)·일본 스미토모화학, 
 합작회사 동우반도체약품(현 동우화인켐) 설립

/ 삼성정밀화학(현 롯데정밀화학), 염화메틸 자체 생산

1992
/ 한국포리올(현 KPX케미칼), 에탄올아민 생산
/ 한국바스프, MDI 생산

1992
/ 정부, G7 프로젝트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7대 분야 중 하나로 청정기술 포함

1993
/ 코오롱유화, C5 석유수지 생산
/ 금호케미칼, 중국 석유화학총공사와 

 ABS 기술수출 계약 체결
/ LGMMA, MMA 생산
/ 대림산업, PB 제조에 필요한 자체 기술개발 성공

1993
/ 포스코휼스(현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사업 개시

1994
/ 한국비료, 셀룰로스 유도체(HPMC, MC) 
 개발 및 공장 준공

1994
/ 동진쎄미켐, TFT-LCD용 포지티브(Positive) 
 감광재 개발 성공

1995
/ 삼성정밀화학, 일본 도쿠야마 합작 한덕화학 설립, 

 반도체용 현상액 생산 개시

1996
/ 금호타이어, 국내 최초 항공기용 타이어 개발 성공

1996
/ LG화학, 아크릴산 촉매 자체 기술로 생산

1996
/ 홍성화학(현 헨켈코리아), 미국의 코트잇사와 합작, 

 대규모 실런트 생산 시설 갖춤  

1997
/ LG화학, 메탈로센 담지 촉매 자체 개발
/ 코오롱유화, 자체 개발 수첨 DCPD 수지 생산

1998
/ 한덕화학, 64M D램 반도체 현상액 국산화 성공

1998
/ LG화학, 자체 개발 메탈로센 PE 생산
/ 한국알콜산업, 에틸아민 생산

1999
/ SK이노베이션, ATA 촉매 자체 개발 

비료 산업일반화합물 산업 석유화학 산업 정밀화학 산업 화공서비스 산업

2000
/ 삼성SDI, 리튬이온전지 양산 시작
/ LG화학, LCD 컬러 레지스트 독자 개발

2000
/ 대성산업가스, 질소 생산용 ASU 자체 기술로 개발

2001
/ 삼성엔지니어링, 베트남에서 4억 달러 규모 
 비료 플랜트 수주

2001
/ 실트론, 200mm 그로어 국내 최초 개발
/ SK이노베이션, 의약 중간체 제조용 촉매기술 개발

2001
/ 대백신소재(현 SK머티리얼즈), NF3 가스공장 준공

2002
/ SK이노베이션, 지올리스트(Zeolyst)사와 
 ATA 촉매 기술판매 계약 체결

2002
/ 실트론,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 
 일본의 신에츠와 섬코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본격 양산

2003
/ 하오기술, EPP 자체 개발

2004
/ 한화, 고성능 에멀전폭약 MegaMEXⓇ 개발, 
 대한민국특허 등록

2004
/ 동진쎄미켐, 구리용 4-mask 감광재 개발 성공, 
 LG Display에 최초 양산·납품

2005
/ SK이노베이션, 자체 개발 APU 기술 상업화

2000년대

2006
/ 아토(현 원익IPS), 특수가스 사업부문 물적 분할, 
 원익머티리얼즈 설립

2006
/ LG화학, 원통형 4.35V 2.6Ah 전지 국내 최초 개발
/ 동진쎄미켐, 삼성디스플레이 향 세계 최초 

 LTPS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포지티브 유기절연막 양산 성공
/ KCI, polyquaternium-10 개발로 ‘세계 일류상품’ 선정

2006
/ 대성산업가스, 세계 최대 규모의 액체가스 생산시설 건설, 

 국내 최초 ppb 단위 초고순도 가스 제조

2007
/ 효성, 연산 300톤 규모의 불소화합물 공장 준공

2008
/ SK이노베이션, 자체 개발 AXI 촉매 상업화
/ LG화학, 자체 개발 메탈로센 엘라스토머 생산

2008
/ SK에너지, 제올라이트 합성법 개발
 (합성 제올라이트 기반 윤활기유 탈왁스 촉매 제조 및 

 대량 생산기술 독자적으로 개발)

/ 아모레퍼시픽, 세계 최초 ‘아이오페 쿠션’ 출시

2009
/ 삼남석유화학, 자체 개발 테레프탈산 저온산화 반응 기술을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에 역수출

2009
/ LG화학,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용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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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2010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류 소재(WPM) 개발사업
 (10대 핵심소재 국산화 계획) 수립
/ LG화학, 세계 최초 양산형 PHEV인 GM Volt용 
 전지 공급업체로 선정

2011
/ 무림P&P, 국내 최초 펄프-제지 일관 설비
 (Pulp & Paper Integrated mill) 건설

2011
/ SK이노베이션, 고품질 경유용 
 저온 유동성 개선 촉매 상업화 성공

2012
/ 한솔제지, 코터 개조를 통한 세계 최초 감열지

 -인쇄용지 교차생산 체제 완성(장항공장)

/ 효성(전주), 태광(울산), 탄소섬유 공장 준공

2012
/ LG화학, 자체 개발 OXO 촉매 상업화
/ 롯데케미칼, 친환경 바이오 PET 양산

2013
/ 도레이첨단소재, 구미에서 PAN계 탄소섬유 생산

2013
/ 대산MMA(현 롯데MCC), 2-HEMA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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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1. 서론

화학 산업(또는 화학 공업 : chemical industry)이란 석유, 천연가스, 공기, 물, 금

속 및 광물 등 여러 종류의 원료를 합성·분해·중합(重合)·발효 등 화학공정

을 통하여 수만 개가 넘는 제품으로 변환하는 제조업을 의미한다. 화학 산업

은 주요 공정 중에 화학반응 또는 물질 이동을 수반하고, 조작과정에서 물질 

내의 화학적 결합의 변환, 물질분자의 다른 상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변화를 이용하여 원료와 동떨어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갖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화학 산업의 목적이다. 따라서 화학 산업의 원료, 중

간체, 제품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공정 중의 온도, 압력 등의 조작조건도 매우 

광범위하다. 화학 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제품의 분류는 제품의 화학적 성분, 

원료, 가공도, 제품의 특성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르고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근대 화학 산업이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기부터 시

작되어 200년 내외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비료공장 등 일부 화학 산업이 시작되었으나 주로 북

한지역이었고, 그마저도 일본인 기술자들이 주도하였다.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된 자발적 기술 축적이나 조업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빈약하였고, 따

라서 내생적·자발적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은 물론 대만·홍콩 등보다 늦은 시점인 1960

년대 초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개시한 동아시아의 공업화 후발국이다. 초기 

단계에는 섬유, 의류, 신발, 합판 및 가전제품의 조립 공정 등 미숙련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치사슬의 전방 최종 단계에 치중한 노동집약형 저부가가치 제품

의 수출 증대에 진력하여 왔다. 자연히 기초소재 산업인 후방의 화학 산업 육

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하는 정밀화학의 경우 전방 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원제

(原劑)·중간체는 현재까지도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은 자

본집약적 장치 산업인 동시에 거대한 콤비나트형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설립 초기에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은 자금력, 기술력 등 경영자원이 전반적으로 열악했던 당시 민간 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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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당하기 벅찬 산업이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하에 석유화학산업

단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석유화

학 분야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성장

이 한층 더 가속화되었으며, 그동안 전방 수요 산업의 생산·수출 증대와 더불

어 폭발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화학 산업의 성장을 주도

하여 왔다. 2016년 시점의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상위 석유화학 산업

의 생산능력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표 1>에서 보듯이 미국, 중국, 사우

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비록 3위와 4위는 현격한 차이가 있

지만, 이는 1972년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준공 후 40여 년 만에 이룩한 쾌거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과거 거의 전량을 수입(주로 일본)에 의존하여 왔으

나, 이제는 제품의 자급을 넘어 주력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더

군다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으로서 단기간에 한국만큼 수직 성

장·발전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화학 산업 전

체 즉,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의 합계 기준(단, 의약품은 제외)으로도 세계 5위

의 자리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 화학 산업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철

강, 섬유 등 여타 주력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진국과 상당한 기술격차

가 존재한다. 하지만, 석유화학의 경우 <표 1>에 나타난 대로 적어도 생산규모 

면에서는 당당히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기준)의 중분류(두 자리 코드)에 따르

면, 협의의 화학 산업은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단,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제외]’로 정의·분류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기화합물(C2011) 및 

무기화합물(C2012, C2013)뿐만 아니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C202), 비

료(C203), 기타 화학제품(C204) 및 화학섬유(=합섬원료, C205)도 포함된다. <표 

2>의 C에서 보듯이 2015년 중 협의의 화학 산업 생산액은 136조 6,574억 원으로 

동년 제조업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C192 석유정제품 제조업’까지 포함한 광의의 화학 산업으로 잡을 경우 전체 제

조업의 16.2%로 크게 높아진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보면, 수출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MTI 

21(석유화학), 22(정밀화학) 및 23(비료)의 합계액이 534억 6,000달러로 집계돼 

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0.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석유정제, 즉 MTI 133(석유제품)까지 더할 경우 799억 3,000달러로 총 수출의 

16.1%에 해당한다. 즉, 화학 산업은 우리나라의 산업생산뿐만 아니라, 수출 효

자 업종으로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주력 기간산업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전체에서 사업체 수나 종업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비중의 절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2017. 3. 2., 석유화학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ACC, 2016, Guide to the Business of Chemistry 2016
 주 : *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의 합계 기준(단, 의약품은 제외)

순위
에틸렌 생산능력 화학산업* 생산액

2016 만 톤 2015 10억 달러

1 미국 2,896 중국 1,921

2 중국 2,233 미국 797

3 사우디아라비아 1,656 독일 283

4 한국 867 일본 253

5 이란 687 한국 169

6 일본 657 인도 134

7 독일 572 프랑스 124

8 캐나다 543 영국 110

9 인도 500 스위스 99

10 태국 451 이탈리아 86

<표 1> 한국 화학 산업의 글로벌 위상

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KSIC 제10차 개정 : 산업편), KOSIS 국가통계포털

 주 : * ‘기타 화학제품’(C204) 중에는 정밀화학에 속하는 세부 업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산업명
KSIC

코드 번호

생산액

(10억 원)

사업체수

(개)

종업원수

(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 C20 136,657.4 2,785 128,892

비료 C203 2,169.4 153 3,584

석유화학
C2011, C202

C205
88,945.8 728 44,209

정밀화학·기타 

화학제품*

C2012, C2013, 

C204
45,542.3 1,904 81,099

펄프·제지(P) C18 21,725.0 1,808 56,915

석유정제(R) C192 94,613.8 97 10,027

제조업 합계(S) C(10∼33) 1,429,715.1 68,913 2,946,796

① C/S - 9.6% 4.0% 4.4%

② (C+R)/S - 16.2% 4.2% 4.7%

③ (C+R+P)/S - 17.7% 6.8% 6.6%

<표 2> 화학 산업의 대내적 위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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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우리나라 전체 화학 산업(협의 

: C20) 중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2015 기준 65.1%)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화학 산업은 가치사슬상에서는 후방에 위치한 기초소재 산업이다. 따라서 반

도체나 디스플레이에 투입되는 화학소재처럼 전방산업의 발전에 부응하여 새

로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가면서 기술이 변화한다. 하

지만, 그 변화 양상은 전기·전자 및 IT 산업 등의 급격하고 단절적인 변화에 

비하면 점진적이고 연속성이 중시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에 등록된 화학물질

은 무려 5,500만 종에 달하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세계 약 10만 

종, 일본 약 5만 종이다. 또 현재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학제품의 종

류를 보면 미국이 약 7만 종(ACC - American Chemistry Council, 미국화학연

합회)이고 일본은 2만~3만 종(CEDI - Chemical EDI Initiative, 일본)에 이른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이에 관한 데이터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들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종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다종다양한 화학물질·제품을 다루

는 화학 산업은 세부 업종 또한 매우 많으며, 상호 이질적인 데다 각 업종별 기

술 발전 단계 또한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세부 업종별로 또는 연구자별로 산

업·기술 발전과정의 시기 구분도 상당히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개략적이나마 기존의 국내 문헌들(김동일 1977,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1980, 김경태 1997, 김승석 200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등)을 토

대로 우리나라 화학 산업 전체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한다. 즉, 

시기별로 ①해방(1945) 후 1950년대 말까지, ②1960년대, ③1970년대, ④1980년

대, ⑤1990년대, ⑥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⑦2000년대 후반∼2015년까지 

등 총 7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이 다종다양한 우리나라 화학 산업 

세부 업종 전체의 산업기술발전사를 본 <화학 산업기술발전사>에 전부 기술할 

수는 없다. 본 화학 산업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의 <화학 산업기술발전사>에서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거한 통계청의 화학 산업 분류를 한국공학한

림원 전체 편찬기획위원회의 집필 방침 및 본 과제의 취지에 맞게 다시 분류·

정리하였다. 즉, 지난 70년간의 화학 산업·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생

산규모가 큰 세부 업종들을 선별하여 <표 3>과 같이 세부 업종들을 재분류하

였으며, 이하에서는 가급적 중분류와 세분류에 제시된 순서대로 이들 세부 업

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발전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한편 1950~1960년대의 산업화 초창기에 불모지나 다름없던 열악한 환경에서 

화학 산업에 뛰어들어 동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원

로 기술인들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표 1>과 

같이 세계 5위의 위상을 확보한 데에는 이분들을 비롯한 초창기 산업기술자들

의 각별한 헌신적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 이에 <화학 산업기술발전사> 편찬

위원회에서는 생존해 있는 몇 분의 원로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

출처 :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토대로 화학 산업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재분류

대분류 중분류 번호 소분류 

화학

(Chemical)

1. 일반화합물

(산업용 및 소비재)

1.1 산업용 화약

1.2 불소화학 

1.3 펄프·제지

1.4 타이어

1.5 탄소 산업

2. 비료
2.1 비료 산업

2.2 비료에서 정밀화학으로 전환

3. 석유화학

3.1 개요

3.2 기초유분

3.3 중간원료

3.4 합섬원료

3.5 합성수지

3.6 합성고무

3.7 기타 제품

4. 정밀화학

4.1 화장품 

4.2 비누·샴푸

4.3 안료

4.4 도료

4.5 전기전자 산업용 소재(반도체 공정소재용)

4.6 전기전자 산업용 소재(이차전지 소재)

4.7 전기전자 산업용 소재(디스플레이 산업용)

4.8 전기전자 산업용 소재(실리콘 웨이퍼)

4.9 계면활성제

4.10 접착제

4.11 촉매

5. 화공 서비스
5.1 산업용 가스·특수가스

5.2 환경 산업 청정기술

<표 3> 화학 산업의 범위와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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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고에서는 이분들의 소중한 산업화 경험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

하여 <인터뷰>에 생생한 육성을 요약·첨부하였다.

2. 1945년∼1950년대

화학 산업의 경우, 전술한 대로 이질적인 세부 업종이 워낙 많아 상호 연계성

이 거의 없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성장·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

은 다른 주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일부 기

초화학제품, 비료 및 고무공장 생산설비를 해방 직후 한국인들이 적산불하(敵

産拂下)를 통하여 인수하여 계속 생산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

업 활동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제당, 치약, 제지, 합성섬유 등 경

공업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진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약, 이

온교환수지, 염산, 가성소다, 황색염료, 유화염료 등 각종 정밀화학 제품도 생

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국산 화학제품은 대부분 중간 수요 부문과 관

련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단순하면서도 고립적인 생산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주요 화학제품의 수요 충족은 수입에 의존하였

다(이은경 외, 2012c).

1942년 조선화약공판에 입사하여 화약 기술을 접한 김종희(金鍾喜)는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부산에서 적산(敵産)이던 이 회사를 불하받아 한국화약

(현 한화)을 창립하였다. 그는 1955년, 인천 남동구 고잔동 화약공장을 보수·

신축하여 본격적인 화약 국산화의 기틀을 다졌다(아시아경제, 2010). 일제강점

기 당시 일본 기업에 의하여 신규 공장이 잇달아 건설되면서 제지산업은 1945

년 시점 기준으로 남한에 14개, 북한에 8개의 공장이 산재해 있었다. 당시 제

대로 된 생산설비로는 북선제지 군산공장이 보유한 장망초지기(長網抄紙機) 

정도였다. 6·25전쟁 후 유엔 한국재건단(UNKRA -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미국 국제협력처(ICA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원조에 의하여 삼풍·대한·무림·남한 등의 업체가 새로운 생

산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였고, 사회가 안정되면서부터 국내 

펄프·제지 생산은 생산 및 기술 측면에서 여타 화학 산업에 비하여 일찍부터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생활산업연구소, 2005).

국내 타이어 산업은 1941년 일본 브리지스톤(Bridgestone)의 진출로 조선다이야

공업(현 한국타이어)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1942년 흥아고무공업

이 자전거용 타이어·튜브를 일본에 납품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였다. 흥아고

무공업은 1952년 흥아타이어로 사명을 변경(현 넥센)하여 트럭 및 자전거용 타

이어를 생산하다 1956년에 최초로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까지는 타이어 관련 기술을 도입하면서 국산화를 추구하던 시기였다(한

국기업평가, 2005).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공업은 일제가 조선의 지하자원과 수력자원을 이용할 목

적으로 조선질소비료를 설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 남북분단으

로 북한에 편재되어 있던 대부분의 화학비료 공장과 발전(發電)시설이 상실됨

으로써, 남한에는 소규모의 강원도 북평(현 동해시) 석회질소 공장과 인천 과

린산석회(過燐酸石灰 : calcium superphosphate) 공장 외에 몇 개의 소규모 유기

질비료 공장만이 남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의 국제개발처(AID -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원조 자금으로 1955년 9월 충주비료공

장을 착공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빈약한 비료 생산시설마저 

파괴됨으로써 1960년대 초까지 국내의 비료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석유화학 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늦게 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된 업종으

로서 이 시기에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필요 원료·제품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였다. 정밀화학 세부 업종 및 산업용 가스 산업의 움직임은 이하

와 같다. 해방이 되던 1945년에 설립된 태평양화학공업사(현 아모레퍼시픽)는 

코티분, 메로디 크림, ABC 식물성 포마드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화장품을 

잇달아 출시하였다. 1947년 구인회(具仁會)는 부산에서 현 LG그룹의 모태인 락

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를 설립하고, 국내 화장품의 새로운 지평을 연 ‘락희

(Lucky)크림’을 출시하였다(권영설, 2017). 이 제품은 LG그룹 역사의 첫 출발점

이기도 하다. 1954년에는 오늘날 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원의 시초가 된 화장품

연구실을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공장 일부를 개조한 2평(6.6㎡) 남짓한 공간에 

개설하였다. 1950년대 후반 이 회사가 출시한 ‘ABC 흑발’과 ‘ABC 파마약’ 등은 

바로 이 연구실의 결실이었다. 1947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누인 ‘무궁화 세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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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궁화유지(현 무궁화)에서 출시되었다. 1956년 애경유지(현 애경산업)에

서 국내 최초로 미용비누인 ‘미향비누’를 출시하였다. 또한 1954년 럭키화학은 

‘럭키치약’을 출시하였는데, 그 후 오랜 동안 럭키치약은 치약의 대명사가 될 만

큼 히트상품이 되었다.

1945년 남선도료상회(1952년 건설화학공업으로 상호변경, 현 강남제비스코)는 

국내 최초로 도료 수입·판매업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 일본 간사이

(關西)페인트에서 10년간 도료 제조를 담당한 김복규(金福圭)와 일본 센슈(專

修)대학교 법학부 출신의 윤희중(尹熙重)이 동화산업(1952년 삼화화학공업으로 

상호 변경, 현 삼화페인트)을 설립하고 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

의 도료 생산 기준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1956년 막사를 새로 짓던 주한미군에 

국내 업체로선 처음으로 페인트를 군납하였다. 일본 오사카공고 응용화학과를 

졸업한 뒤 후지화학연구소에서 일하였던 한정대(韓鼎大)가 1945년에 설립한 대

한오브세트잉크제조공사(1956년 대한잉크제조로 상호 변경, 현 노루페인트)는 

1954년 합성수지 도료 제조에 성공하였다. 1955년 10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문

래동 공장으로 이전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었다. 1957년 대한잉크제조는 미

군에 건축용 도료를 대량 납품하면서 도료의 본격 생산에 돌입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국내에서 여러 접착제 기업들이 잇달아 등장하여 다양한 제

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동성화학공업사(현 동성화학)가 설립되어 

신발용 접착제를, 또 같은 해 대흥화학공업이 용제형 고무계 접착제 업체로 설

립되었다. 해방 전까지 전국에 10여 개 산업용 가스공장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해방 후 이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 되어 가스 산업을 계

속 추진하였다. 1947년 9월 전민제(全民濟) 대표가 설립한 조선종합공업은 해

방 후 국내 최초로 카바이드에 물을 부어 생성시킨 아세틸렌(acetylene) 가스를 

기반으로 빙초산 합성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경향신문 1947, 경향신문 1949).

또한 1957년에는 한미화학에서 우리 기술진에 의한 접촉식 황산 제조시설이 

가동되었다. 1958년 한국농약은 합성염산과 격막식 소금 전기 분해를 통하여 

가성소다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0년 백광약품의 자체 기술에 의한 

가성소다 대량생산으로 이어졌다. 국립공업연구소(현 기술표준원)는 1952년 2, 

4-D 농약 합성기술 개발에 착수하였고, 동년 이온교환수지(ion-exchange resin) 

합성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1953년 미원은 글루타민산 나트륨(조미료)을 만

드는 데 필요한 염산의 수요가 늘어나자 소금의 황산 분해를 통하여 염산을 

제조하였다.

해방 직후 일본인 기술자들이 철수한 가운데, 국내에는 일본의 대학 화학과나 

화공과에 유학하였던 극소수 인력과 식민지 일제치하 일본인 기술자들의 조수

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1946년에 발족한 서울대

학교 공과대학의 화학공학과와 문리대 화학과, 그리고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1948 개설),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1950 개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1954 

개설)의 졸업생 정도가 남아 있었다.

3. 1960년대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SOC를 구축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며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이데일리, 2005).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정부주도형, 수출주도형, 

외자의존형, 공업화 우선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특징으로 한다.

화학 산업의 세부 업종들이 중기 경제개발 전략과 방침에 정확히 보조를 맞추

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전방 산업이나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충

족시키는 형태로 성장·발전하여 갔다. 한국화약(현 한화)은 1961년에 다이너

마이트를 미8군에 납품하였고, 1969년에는 베트남에 수출도 하는 등 품질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1960년대 초에 왕겨와 톱밥을 원료로 한 활성탄소

(activated carbons)가 가내 공업 형태로 생산되었는데, 1967년 제일탄소와 삼휘

공업이 설립되어 현대적 공장제 생산이 시작되었다. 1969년 울산 한국알루미늄

에서 빙정석(氷晶石 : cryolite)을 생산하기 위하여 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것

이 우리나라에서 불소화합물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이다.

제지 산업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였던 당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

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는데, 제지 산업도 GDP 성장에 비례하여 성장하여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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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문화·생활수준 또한 향상함에 따라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등 종이류 소비도 크게 증가하였다. 1963년 한국제지는 업계 최초

로 2회에 걸쳐 백상지를 홍콩에 수출하였는데, 현지 언론사로부터 대만 업체 

종이보다 광택도·백색도가 20%나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에 자리 잡았던 한국다이야제조는 1960년 타이어 직조시설을 설치

하는 등 재건에 적극적이었으나, 당시 최대 고객이던 미군이 소요 타이어의 입

찰을 일본으로 돌리면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다이야제조는 그 후 부

실기업으로 전락하였고 1962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회사를 조홍제(趙

洪濟) 효성그룹 창업자가 인수하였다. 그 후 한국다이야제조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국내 수요의 급신장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여 갔다. 1960

년 호남지역에서 운수업으로 성장한 금호그룹이 타이어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 타이어 업계는 흥아(현 넥센), 한국다이야(현 한국타이

어), 금호타이어 등 3사의 과점 체제를 완성하였다.

국내 타이어 산업은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과 

고속도로 건설 및 급격한 공업화 드라이브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1968년 럭키는 미국 콘티넨털 카본(Continental Carbons)과 합작으로 인천 부평

공장을 건설하였고, 이듬해 국내 최초로 카본블랙(Carbon Black) 1만 톤을 생

산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정유·비료 등 대량생산 형태의 화학공장이 본

격 등장하였다. 이 기간에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충주비료공장(제1비)의 준

공·가동이었다. 충주비료공장은 1961년 4월 하루 생산량 250톤 규모로 준공되

었다. 이 공장은 초창기 잦은 고장과 시행착오에 따른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합성암모니아와 질소비료를 생산한 최초의 대단위 화학비료 공장으로 

우리나라 토지생산력 증대 및 화학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공장의 건설과 운영 경험은 이후 식량 자급을 위한 비료 공장의 건설을 가속

화하였다.

충주비료공장의 건립은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첫 번째 화학비료 공장이라는 

점 외에도 훗날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충주비료공장에서 건설 및 생산관리 경험을 쌓은 수백 명의 기술자들은 그 후 

다수의 다른 화학공장 건설과 운전·가동에 핵심인력으로 활약하였다(이은경 

외, 2012a). 또한 충주비료공장은 당시 문경시멘트공장, 인천판유리공장 및 울

산정유공장과 함께 우리나라 기간산업 공장 중 하나였으며, 화학 공장의 기술

훈련소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충주비료공장의 생산량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비료 수요를 충

족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에 충주공장과 같은 규모의 호남비료

공장(제2비)을 준공한 데 이어 1967년에는 울산에 영남화학(제3비), 진해에 진

해화학(제4비)을 각각 준공시켰다. 같은 해 삼성그룹은 일본의 상업차관을 도

입하여 울산에 연산 33만 톤의 대규모 한국비료(제5비)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 

공장은 당시의 요소비료 공장으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 같은 기간 중 강원

도 북평(현 동해시)의 석회질소 공장 보수공사를 하였고, 경기화학공업(현 KG

케미칼)의 용성인비(熔成燐酸肥料, fused phosphate fertilizer) 공장, 풍농비료

(현 풍농)의 용성인비 공장, 조선비료공업회사(현 조비)의 복합비료(compound 

fertilizer) 공장 등도 건설하였다.

1964년 울산정유공장의 가동은 이후 우리나라 화학 산업 발전을 주도할 석유

화학 산업의 개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정부는 1962

년 7월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하여 10월 대한석유공사(약칭 유공, 현 SK에

너지)를 설립하였다. 울산정유공장은 하루 3만 5,000배럴의 원유를 정제하였

다. 그 뒤를 이어 1967년 5월 럭키(현 LG그룹 지주회사)는 미국의 칼텍스석유

(Caltex Petroleum Corp.)와 50대 50의 합작으로 호남정유(현 GS칼텍스)를 설립

하여, 1969년 2월 전남 여수에 일산 6만 배럴의 정유공장을 완공하였다.

1968년에는 한국화약과 미국의 유니온 오일(Unocal - Union Oil Company of 

California)이 50대 50으로 경인에너지(현 SK인천석유화학)를 설립하고, 1972년

에 인천에 일산 6만 배럴의 정유공장을 가동함으로써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 

기반은 한층 더 공고해졌다. 이들 정유공장의 건설·가동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1967년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데다 당시 

수출 주력품목인 합성섬유, 합판 산업의 지원을 고려하고 플라스틱, 타이어, 

세제 등의 전방 산업도 개발이 시작되어 석유화학단지 건설의 필요성이 검토되

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추진되었던 PVC, 소다

회(soda ash) 등의 각종 공장들이 가동 단계에 들어서 화학 산업의 생산규모가 

크게 확장되었고, 섬유·요업·제지 등 화학 관련 산업의 확장으로 화학 산업이 

다양화되었으며 시장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기간 중 철강(포항제철, 현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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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석유화학 산업은 1966년 미국 ADL (Arthur D. 

Little)의 타당성조사 컨설팅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동년 11월 ‘석유화학공업 

개발계획’이 확정되자 정부는 1967년 7월 7일, 울산지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석

유화학단지로 지정하였다(이하 김승석, 2007). 1968년 3월 22일 정부가 울산에

서 합동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공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대한석유공사(油公)는 1967년 10월, 석유화학 산업의 상류(upstream) 

부문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나프타 분해공장(NCC - Naphtha Cracking 

Center)의 실수요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NCC와 관련 시설 건설에 필요

한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걸프(Gulf Oil)에서 파견된 기술고문의 자문을 받

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유공은 방향족 추출시설 건설공사를 위하여 1968년 말에 제이지씨(JGC - 

Japan Gasoline Co., 日本揮發油)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설

의 공정으로는 미국 유오피(UOP, 현 Honeywell UOP)의 설포레인(sulfolane) 추

출공정을 채택하였다.

울산석유화학단지 건설 비화

석유화학 공업의 육성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65년 1월 어느 날, 상공부 연

두순시 때 오원철(吳源哲) 당시 상공부 공업1국장(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 나

중에 청와대 제2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중화학공업화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역)이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였다. 그의 브리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원료는 전적

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우리가 실컷 하고 단물은 일본이 다 빼

먹는 격입니다. 석유화학 공업이 완성되면 원료에서 제품까지 모두 국산화할 수 있

어, 경공업 분야는 일본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뚫어지게 브리핑 자료를 보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나타

나던 바로 그 자세였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의 귓

전에 맴돌았다. 오 국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여 초쯤 지났을

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상공장관, 석유화학 추진계획을 짜보시오!”

이리하여 1966년 3월, 석유화학 공업은 포항제철(POSCO) 건설사업과 함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박 대통령조차 석유

화학 공업이 무엇을 만드는 산업인지 개념을 잘 몰랐다. 오 국장은 복잡한 석유화

학 계통도를 박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석유화학 

공장들이 들어서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하였다.

그 중 첫 고비는 박 대통령을 설득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100%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석유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찜

찜해 하였다. 1966년 초가을 어느 날, 박 대통령은 전민제(全民濟) 당시 대한석유

공사 이사(후에 전인터내셔날 사장)를 불러 브리핑을 들었다. 전씨는 1962년 울산

정유공장을 건설할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었고 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을 짜는 데

도 깊이 관여한 바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의 산 증인이다. 전 씨는 이렇게 

증언한다.

“청와대에 불려가 석유화학 공업에 대하여 2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하였는데, 브리

핑을 마치자 박 대통령께서 ‘전 이사, 석유화학 공업을 한다고 기름을 마구 써도 

되는 거요?’ 라고 묻더군요.”

전 씨는 박 대통령의 걱정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전 씨의 증언은 계속된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생산

가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제야 박 대

통령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이 해소되었으나, 이번에는 핵심사업인 나프타 분해 

공장(NCC)의 입지(立地) 선정과 연간 에틸렌 생산규모 및 차관(借款)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양대 경제부처가 사사건건 충돌, 사업추진 결정 후 1년 반 동안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국가 예산 배분권한을 가진 경제기획원은 석유화학단지 적지(適地)로서 용수 확보

를 이유로 인천을 내세웠고, 자금 상환 부담과 내수 시장 규모가 형편없이 작은(당

시 2만 톤) 한국 실정을 감안하여 미 컨설팅사 ADL의 권고대로 연간 3.2만 톤짜리 

NCC 건설을 고집하였다.

반면 실물경제 사령탑인 상공부는 건설부지로서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

공장이 입지한 울산을, 또 NCC 공장규모는 전방 수요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6만 톤(나중에 10만 톤)을 주장,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모

두 상공부 안대로 확정되었다.

얼마 후 박 대통령은 장기영(張基榮) 경제기획원 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그 자리에 

박충훈(朴忠勳) 상공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후임 상공부 장관에는 상공부 차관을 

지낸 김정렴(金正濂) 씨를 앉혔다. 석유화학 공업 추진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일거

에 제거한 셈인데, 신임 박 부총리는 철강단지(POSCO) 건설은 경제기획원이, 석유

화학단지 건설은 상공부가 주도하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출처 : 신현호(2005. 1.), 김승석(2007)을 토대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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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기자재 발주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사는 1970년 2월에 완공되었으며, 시운전을 거쳐 동년 5월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유공은 석유화학 공정의 업스트림(상류)에 해당하는 NCC 건

설공사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여 미국 켈로그(Kellogg Engineering, 현 KBR Inc.)

를 건설 용역 회사로 선정하였다.

한편 다운스트림(하류)에 해당하는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 VCM (Vinyl 

Chloride Monomer), AN (Acrylonitrile), 카프로락탐(Caprolactam) 및 유틸리티

(Utility) 공장 등 5개 플랜트는 공장 건설 경험이 많고 다수의 엔지니어들을 확

보하고 있던 충주비료가 맡아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업화 초기 단계였

던 당시 민간 자본은 석유화학 공업화를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정부가 판단하

였는데, 특히 다운스트림 부문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의 건설·운

영 기관으로서 충주비료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김승석, 2007). 충

주비료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와 VCM은 다

우(Dow Chemicals)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AN은 스켈리 오일(Skelly Oil)의 

자본과 기술을, 카프로락탐은 DSM의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유틸리티는 충주

비료가 전액 출자한 석유화학지원공단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국내 정밀화학 산업은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영세하였

고, 자체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당시 정밀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기

초원료와 정밀화학 중간원료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합성, 가공, 희석, 배합, 포

장 등의 단순한 물리적 가공을 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외자도입법」의 제정(1966)1)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합작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가운데, 수입규제 조치가 실시됨에 따

라 의약품을 비롯하여 도료, 세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몇몇 정밀화학 제품

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화장품 산업도 본격적

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할리우드 영화의 상영으로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등 영화 스타를 모방한 헤어, 화장, 복식이 크게 유행하였다. 1959년 

태평양화학공업(현 아모레퍼시픽)이 프랑스 코티(Coty)의 기술을 도입하여 코티

분 형태의 백분을 생산하였다. 이는 당시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으나 1966년 파운데이션 유형의 신제품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또, 1966

년에는 세계 최초의 한방(韓方) 화장품인 ‘ABC 인삼크림’이 출시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아직 선진국과 국내 기업 간 화장품 제조기술 격차가 컸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선진 기술을 수입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

진국 기업과 라이선싱 계약을 활발히 체결하였다. 태평양화학공업(현 아모레퍼

시픽)은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粉, powder) 가루를 제조할 수 있는 ‘에어

스푼’이라는 기계를 최초로 도입, ABC 페이스 파우더 제품을 출시하였다.

1960년에는 락희유지공업(현 LG생활건강)이 새롭게 비누·글리세린 등의 유지

(油脂) 사업에 진출하여 무지개비누, 크로바비누, 비너스비누 등의 미용비누를 

잇달아 개발·출시하였다. 196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 비누 산업은 1987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 왔다. 이는 합성 계면활성제의 발전과 세탁기 보급 증

가 등으로 합성세제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세탁비누 수요는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표적인 비누 제조업체로는 애경유지공업, 락희

유지공업, 동산유지공업, 무궁화유지공업사 등이 있었다. 비누에 비하여 샴푸

는 훨씬 늦게 주한미군을 통하여 국내에 도입되었다. 1967년 락희유지공업(현 

LG생활건강)이 ‘럭키 크림샴푸’를 출시하였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

발·생산된 크림 타입 샴푸였다. 우리나라 안료(顔料, Pigment) 업체들은 1960년

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유기 및 무기안료 생산업체인 대한색소공업(현 한국바스프)이 국내 최

초로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1969년도에는 유기안료와 무기안료를 생산하는 욱

성화학공업사(현 욱성화학)가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건설화학(현 강남제비스

코)은 1960년대 초부터 선진국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이 회사는 1962년 국내 최초로 에나멜(enamel) 페인트를 철도청 객차에 칠하게 

되었다. 삼화페인트는 1966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페인트를 수출하였다.

계면활성제의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도 1965년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 

개발 초기 단계였던 당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업종이 섬유 산업이었기 때

문에 가능하였다. 섬유 산업은 모든 공정에서 계면활성제를 많이 사용하는 수

요 산업이었다. 당시 계면활성제는 전량 선진국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온갖 악조건 속에 국산화가 추진되었는

데, 품질 면에서는 조악하였지만 가격이 수입품의 ‘몇 분의 1’에 불과하여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1) 역설적이게도, 당시의 「외자도입법」은 정밀화학이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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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는 국내 최초의 점착제(粘着劑, tacki� er), 테이프 분야 제조업체인 대

일화학공업이 설립되어 공업용·가정용 테이프는 물론 파스류, 반창고류 등 다

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 점착제 역사를 써갔다. 또, 1962년에는 김창

식이 경기화학공업사(현 오공)를 창립하여 섬유용 호제(糊劑, sizing agent)를 생

산하기 시작하였고, 수성 접착제 전문의 대명화학공업사도 같은 해에 창립되

었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

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등장하였다. KIST는 정부가 본격적인 산업

화를 추진하면서 1966년 2월에 설립되었다. KIST는 운영 및 인프라와 관련한 

재정을 정부가 출연하되 민간 법인 형태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정부출

연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당시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상책 중 하나로 미국정부로부터 

1,00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아,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 위주의 바텔기념연구소

(Battelle Memorial Institute)를 벤치마킹하여 KIST를 설립하였다. 설립 초창기

(1967∼1969)에 총 25명의 해외유치 연구자들이 KIST의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귀국하였고, 화학공학부에는 채영복·윤용구 등 6명이 채용(문만용, 2006)되었

다. KIST에서 쌓은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연구원들이 각 대학과 기업으로 진

출하면서, 국내 연구 환경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조선

일보, 2015. 5. 15.).

4. 1970년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화약(현 한화)은 1974년 방위산업

체로 지정된 이후 한국 최대 방산기업의 길을 걸어왔다. 1972년 흑색폭약을 자

체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스무스 블라스팅(smooth blasting)용 폭약

인 정밀폭약 FINEX를 개발하여 시험발파에 성공하였으며, 1979년에는 신개념

의 함수폭약인 IRECO형 슬러리 폭약 국산화에도 성공하였다.

1970년 재미 과학자인 박달조(朴達祚) 박사의 지도 아래 KIST에서 안영옥 박

사팀이 불소화합물 제조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정된 부존자원(螢

石, � uorite, 화학성분 CaF2 )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학공정의 개발 및 설계능

력의 배양이 주된 목적이었다. KIST의 불소화학 당시 연구비 7,000만 원은 다

른 연구 사업비의 10배 이상이었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직

접 파일럿 플랜트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격려하였다. 1972년 3월 정부(당시 과

학기술처)에서 지원한 연구비로 월산 5톤 규모의 염화불화탄소(CFC) F-12 시

험공장이 준공되었다. 이로부터 개발된 CFC-12 제조기술과 불산 정제 연구

(책임자 : 이윤용 박사)의 결과는 K-TAC (KIST 내 기술 이전 담당 센터)에 의

하여 울산화학(현 후성)에 이전되어 연산 2,000톤의 CFC-12와 연산 700톤

의 무수불화수소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염화불화탄소(CFC - Chloro 

Fluoro Carbon)2) 제조기술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하

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KIST 내의 우수한 인적 자원, 그리고 국내 기업 

울산화학(현 후성)의 과감한 국산화 시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불소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제지 산업의 장기적·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원료 부문인 펄프 공

장 설립을 통한 일관생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1974년, 대한화학펄

프(동해펄프의 전신, 현 무림P&P)를 설립하였다. 국내 합판 공장의 폐재(廢材)

를 사용한 펄프 공장 건설을 목표로, 전액 정부출자(정부재투자기관)를 통하

여 울산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1979년 일 생산량 300톤 규모의 제1공장

이 완공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는 래디얼 타이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나, 세계 

타이어 업계의 성장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는 래디얼 타이어(radial tire)의 수요

가 증가하였다. 국내 타이어 업계는 1970년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본격적인 자

동화 공정을 도입, 래디얼 타이어의 생산량을 급격히 증대시켰다. 하지만 선진

국 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컸기 때문에 수출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들 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73년 한국타이어는 일본 요코하마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후 

일본에 유니포미티(Uniformity) 기계를 발주함으로써 래디얼 타이어 생산 기반

을 확립하였다. 1974년 광주 송정공장을 완공한 금호타이어는 래디얼 타이어 

2) 미국 듀폰사 상품명인 ‘프레온가스(freon gas)’로 일반화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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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특수 타이어에도 눈길을 돌려 1975년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와 함께 항

공기용 타이어 국산화를 달성하였다. 한편 흥아타이어는 1973년 원풍산업에 

인수되었다가 1979년에는 다시 국제그룹에 인수되어 계열사로 편입되는 격동기

를 겪었다. 활성탄소의 경우 1974년 신기화학, 1975년 일진산업, 1978년 삼미공

업 등 1970년에도 계속 신규 기업 설립이 이어졌다. 1970년 한가람이 서울 청계

천에서 수입 흑연블록을 소재로 자동차 브러시 등을 가공·판매하였는데, 이것

이 국내 인조흑연(Arti� cial Graphites)의 효시이다.

한편 비료의 경우는 충주비료공장은 1968년과 1973년의 두 차례 확장 공사로 

요소비료 생산능력을 연산 34만 6,500톤으로 증가시켰다. 이어 1975년 영남화

학의 제2공장 준공으로 1975년도 화학비료 생산량은 200만 톤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1973년 4월 충주비료와 호남비료를 합병하여 발족한 한국종합화학공

업은 충주공장에 대단위 요소공장과 산업용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암모

니아 센터(제6비)를 1973년 10월 준공하였다.

한국종합화학공업은 비료 공업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관여하여 한국 중화학 

공업 발전의 모체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비료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내수 비료의 장기적·안정적 공급과 수출 증대를 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화

학비료 공장인 남해화학 여수공장(제7비)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77

년 8월에 요소 연산 33만 톤, 복합비료 연산 70만 톤의 생산시설이 준공되었고, 

1980년 10월에는 요소비료의 생산능력이 연 66만 톤으로 확장되었다. 남해화

학 공장의 준공·가동으로 우리나라 화학비료 생산능력 총계는 연 300만 톤이 

넘게 되었다.

그러나 비료의 수요량은 감소하여 내수 비료를 공급하고도 130만 톤이 남는 

과잉생산 현상이 빚어져 1980년에는 수출 실적이 130만 9,000톤에 달하였다. 

유공의 NCC가 1972년 7월 울산단지에서 완공되었고, 같은 해 10월 준공식 이

후 약 4개월간의 시운전을 끝내고, 1973년 3월부터 에틸렌(C2), 프로필렌(C3),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의 생산(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것이었다.

최종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기초화학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학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게 제고되었고, 이때부터 우리

나라 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중심의 유기화학 산업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울

산석유화학공단의 가동을 계기로 1974년 7월 24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 2일 사단법인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KPIA 

-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현 한국석유화학협회)로 설립되었다.

1970년대 초 경제성장이 가속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

고, 이에 따라 생산능력의 대폭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울산석유화학단지와 달

리 전남 여천석유화학단지는 최대한 민간 자본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수립하

였다. 일본의 미쓰이(三井)와 미쓰비시(三菱)가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함

에 따라 1973년 6월 정부는 한·일 양측의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석유화

학 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종래 30만 톤 규모의 공장 

1기(基) 건설을 2기로 확대하였으며, 계열 공장도 NCC(나프타 분해공장)별로 

두 계열의 공장군(工場群)을 일괄하여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시작된 제1차 오일쇼크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극심한 불

황, 그리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1974년 5월, 당

초 계획을 전면적으로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30만 톤 규모의 나

프타 분해설비 2기 건설을 35만 톤 규모 1기 건설로 축소하고, 여수석유화학이 

동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합작 회사 설립 시한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 의사를 유보하여 온 미쓰비시를 합작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즉, 다운스트림 부문은 한양화학과 Dow를 참여시킴으로써 여천석유화학

단지의 합작 기업은 미쓰이의 다이이찌화학(第一化學工業)과 Dow Chemical로 

확정지었다. 호남에틸렌은 NCC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본의 미쓰이화학과 차관 

및 자본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Lummus와는 기술도입을 체결하였으며, 1977

년 3월부터 기초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1979년 9월에 에틸렌 기준 연산 35만 

톤 규모의 NCC 공장은 기계적 준공과 동시에 시운전에 들어갔고 그 해 말부

터 전 품목의 규격제품을 생산하면서 정상 조업을 시작하였다(김승석, 2007).

여천단지의 건설로 기초화학제품 및 많은 관련 제품들, 즉 합성수지, 합섬원

료, 합성고무 등의 원료 공급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여천단지의 생산체제는 

‘1사 1품목’의 울산단지와 달리 호남석유화학, LG, 한양화학 등 입주 기업 간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1사당 다수 품목의 과점생산 체제로 바뀌었다. 울산과 

여천에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완공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정밀화학 분

야에서도 수입 원제(原劑)를 희석·배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간화합물로부터 원제를 합성하는 기술을 모

방하여 원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원제 합성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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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원제 국산화(예 : 농약부문 50％ 등)가 

이루어지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화장품 업계는 성별과 연령, 피부 타입에 따른 시장 세분화가 이루

어졌고, 타깃 고객층별 차별화를 위하여 다양한 원료를 통한 제형(劑型 :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젤 등) 변형이 시도되었다. 또한 고급 한방재료를 활용한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

픽)은 ‘ABC 인삼크림’을 보완한 인삼 사포닌 화장품 ‘진생(人蔘)삼미’를 출시하

였다. 1974년에는 애경유지가 피부 자극이 적은 ‘유아비누’를, 럭키(현 LG생활

건강)가 ‘데이트 비누’와 ‘하이크림 비누’(1978)를 잇달아 출시하였다. 1970년대에

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급 비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미용비누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즉, 미용비누는 1979년 약 2만 2,000

톤으로 1970년 대비 268%나 증가하였다.

안료 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 수요 산업인 부산의 신

발 산업과 대구 섬유 산업의 급속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동반 성장하였다. 이

들 전방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색소(Pigment)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였

다. 1970년에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생산하는 경기색소공업사(현 경기색소)가, 

또 1976년에는 삼양화학공업(그 후 우성화학공업 → 송원칼라로 상호변경; 현 

클라리언트피그먼트코리아)이 각각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안료 산업

은 이들 기업의 활동에 힘입어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를 통하여 도료 산업은 완전한 내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선박·자

동차 등 수요 산업의 폭발적 수출 증가와 성장에 힘입어 도료 산업 역시 로컬 

수출 형태로 급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중소 도료 전문 기업들은 1978년 정부의 

해외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싱 또는 기

술제휴를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급속히 진행

된 공업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산업용 도료 부문에서 해외 기술도입 및 합

작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까지 국내 도료 산업은 해방 후 설

립된 대한페인트, 삼화페인트, 건설화학, 조광페인트 등 4사 체제였으나, 1974

년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인 고려화학(현 KCC)이 뒤늦게 진입하여 조선 및 자

동차용 도료를 자체 기술 또는 도입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개시하

였다. 특히, 고려화학은 같은 계열사 중 수요 산업에 속하는 현대자동차와 현

대중공업에 납품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갔다.

1970년대에는 기존 액상도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후도막(厚

塗膜)이 가능한 분체도료(Powder Coating) 기술이 도입되었다. 1975년 풍성모

듀라가 Sames의 설비를 수입하였고, 4년 후인 1979년 고려화학이 일본 가와카

미도료(川上塗料)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섬

유, 농약, 화장품, 세제, 콘크리트 등 전방 수요 산업의 고성장과 함께 계면활

성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 당시 국내 시장 수요는 음이온 계면활성제(Anionic 

Surfactant) 중심이었다. 1975년 이후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비누 대신 액체 세

제를 사용하면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중 특히 알킬벤젠설폰산염(Alkylbenzene 

Sulfonate)계 세제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세제업체들은 설폰화

(Sulfonation) 공정기술을 도입하여 양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응용한 액체 

계통 섬유 가공의 정련제, 침투제도 양산됨으로써 수입 대체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에틸렌 옥사이드(EO - Ethylene Oxide) 중합형 계면활성제의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계면활성제 산업이 본격적으로 국산화되었으며 수출도 

일부 이루어졌다. 이 기술도입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온 EO계 비

이온 계면활성제(Nonionic Surfactant)의 기술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 당시 대

부분의 계면활성제는 일본에서 수입·판매하고 있었는데, 1970년부터 기술도입 

계약이 경쟁적으로 체결되었다. 접착제의 경우 1971년 동부정밀화학은 제화용 

접착제를 출시하였다. 또한 1973년 자동차 도장용 및 차체용 실란트 전문의 보

광과 홍성화학이 설립되었고, 점착제 분야의 부림케미칼도 같은 해에 창립되었

다. 정부의 강력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

화학, 조선, 전자, 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

였다.

이에 부응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산업용 가스의 

공급 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현대조선중공

업(현 현대중공업)이 영국에서 설비를 수입하여 물에 카바이드를 투입하는 방

식의 대용량 아세틸렌 공장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량

이 크게 부족하였다. 그 후 하루 240드럼의 카바이드 처리능력을 가진 건식 아

세틸렌 제조공장을 추가하여 자가 소비를 충당하였다. 부산가스와 경인가스공

업(현 경인에코화학)도 역시 건식 아세틸렌 공장을 가동하여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포항종합제철(현 POSCO)의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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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동와사공업사(현 린데코리아)가 설립되어 산소, 질소, 아세틸렌 등을 생

산·공급하였다. 1973년 한국가스공업(현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은 일본 오사카

산소와 합작으로 경기도 부천에 액화산소 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액체산소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75년 유니온가스(현 프렉스에어코리아)는 경남 창원

에 현대화된 대규모 액체 분리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1979년에는 개성옥시톤

(현 대성가스산업)이 설립 후 반월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대량생산과 공급

이 가능한 액체산소 업체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한편 화학 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점은 정부와 업

계 공동 출연으로 충남 대덕군(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한

국화학연구소(KRICT, 현 한국화학연구원)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화

학연구원은 1976년 설립 이래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과 화학기

술의 산업체 이전, 화학 전문인력 양성 및 다양한 화학 인프라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국가 화학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첨단 화

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친환경 화학공정, 고부가가치 그린 화학소재, 의약 및 

바이오화학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현안 해결형 융·복합 기술개

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강소기업 육성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5. 1980년대

KIST는 1977년 이후에도 계속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던 울산화학(현 후성)

과 불소화합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상업화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주요 개발자인 권영수 박사는 HF 생산용 고점성 고액반응기(Kneader)

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고, 설계 및 국내 제작에도 성공하였다. 이후 울산화

학과 한주케미칼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제조기술로 불산(HF), 무수불화수

소(AHF), CFC-11·12·113, Halon-1301·1211의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점차 국내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해 갔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제지 산업에 기업들의 투자가 과열 양상을 드러냈

는데, 전체 초지기의 70.7%가 이 시기에 건설되었을 정도이다. 반면 기술면에서

는 여전히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을 그대로 수입하고 있었다. 내수 

시장 포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하였고, 자체 기술력 강화

와 해외 시장 정보 수집·활용 등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제지 업체는 생산공정 혁신, 포트

폴리오 다양화, 특수지 개발 등에 주력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타이어 업계의 움직임을 보면, 흥아타이어(현 넥센타이어)는 국내 3사 중 가장 

늦은 1984년에야 경남 양산에 래디얼 타이어 공장을 착공하였다. 1980년대 들

어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타이어의 제동력 및 구동력을 향상시킨 윈터 타이어

였다. 이를 위해서는 발포고무가 필요하였다. 한국타이어는 1989년 10월에 1cm3

당 기포 약 7,000개가 고르게 분포하는 발포고무를 개발·생산하는 데 성공하였

다. 이는 일본의 브리지스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것이었다.

한국화학연구소의 설립

우리나라 화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성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1976년 

9월 2일 한국화학연구소 설립계획안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화학연구소가 

설립되어, 1978년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였다. 2001년 1월 1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능과 역할

연구원의 주된 임무는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신성장 산업 창출이다. 1993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선진국 일류기업인 영국 Smithkline 

Beecham[현 GlaxoSmithKline(GSK)]에 기술특허 실시권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자체 개발한 의약 

및 농약 후보물질들을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 무공해 합성세제용 제올라이트 

개발, 고성능 약물전달용 초미세 캡슐 제조기술 개발, 정밀화학원료 폴리부텐 개발, 고순도 다결정 

실리콘 제조 공정 개발, 국산 1호 신농약 선봉 개발, AIDS 억제제 개발, 새로운 뇌졸중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백색 LED용 황색형광체 제조기술, 차세대 청정연료 디메틸에테르 생산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업무분야

● 민간 기업의 단독 추진이 어려운 국가 차원의 미래 지향적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연구

● 산업계 차원의 당면·필요기술 연구

● 화학분석·재료시험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시험분석 서비스

● 산업계 기술 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   첨단산업 기술정보 분석·보급 등 

●   친환경 화학공정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녹색 화학소재 개발, 질환치료 신물질 파이프라인 확보,   

신 성장 동력 녹색 융합화학기술 개발(4대 중점 연구분야)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화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6095&cid=46637&categoryId=46637#TA BLE_OF_CONTEN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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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타이어는 1987년 상호를 우성산업으로 바꿨고, 같은 해 6월 프랑스의 미

쉐린과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경남 양산에 합작 기업인 미쉐린코리아타이어를 

설립하였다. 한국종합화학공업은 1980년 3월에 호남비료 나주공장의 비료 제

조 사업을 폐기하고 옥탄올(Octanol) 공장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1982년에 

비료 수급 조절을 위한 ‘비료공업 합리화방안’을 수립하였고, 1987년에 비료 산

업은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5대 화학비료 공장 중 남해

화학·한국비료를 제외한 충주비료, 진해화학, 영남화학 옛 공장 등 3개의 공

장은 폐쇄되었고, 한국비료 공장은 시설의 1/2만을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이로

써 화학비료 총 생산능력은 연 170만 톤으로 대폭 축소되었다(한국비료협회, 

2013).

1979년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의 준공 시점을 전후하여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

하여 원료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1980년부터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였고, 1982년까지는 업계

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는 비단 석유화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화학 

공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1980년 8월 20일 국가보위비

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중화학 투자 조정조치’가 발표되었고, 석유화학과 관

련해서는 정부가 1981년과 1982년에 각각 석유화학 산업의 가동률 유지 대책, 

석유화학 공업의 합리화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였다(김진국, 전인우, 2002). 그

러나 1983년 이후 전자, 섬유,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에도 이른바 ‘3저 현상’에 따라 국내 경기 호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석유화학 기업들이 꾸준히 신·증설을 추진하였으나, 1980년대 말까지도 제품

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합성수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급부족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0년 ‘투자자

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석유화학 시장의 활황세를 감안하여 최대 재벌

그룹인 현대와 삼성이 석유화학 사업 진출을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

의 신규 진입과 기존 업체들의 신·증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3) 특히 대산단

지의 경우 한 회사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일관하는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생산능력이 대폭 확장됨으로써 그동안 석

유화학 제품의 공급부족 문제는 일거에 해소되었고, 수입 대체는 물론 나아가 

공급과잉이 되어 갔다.

한편 정밀화학의 경우 1980년대는 수입자유화, 유통시장의 개방, 물질특허 제

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정밀화학 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해방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정밀화학 제품들이 1980년대 초반

까지는 주로 모방에 의하여 국산화되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점차 모방적 기

술개발 단계를 벗어나 자체적 신물질 창출 개발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즉, 

이 시기에는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개방 압력에 대

응하기 위하여 1985년 업종 단체인 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족되었고, 정밀화

학의 중점 육성을 골자로 한 화학 산업 구조개선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정밀화학 산업은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과학기술처

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의 한 분야로 선정되었다.

1984년에는 지금까지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정밀화학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이 통합·체계화되었으며, 1986년에는 신약연구조합과 촉매연구조합이 결

성되었다. 1987년 물질특허 제도 도입 이후 1989년에는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

획이 수립되어 정밀화학 산업은 향후 중점 육성할 첨단산업의 한 분야로 지정

되기도 하였다(이은경 외, 2012c). 1980년대에는 DRAM 반도체와 LCD 디스플

레이 산업이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생산규모가 급팽창하기 시작하였

다. 하지만 이들 첨단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핵심소재는 대부분 미국·일본 등

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89년 동진화성공업(현 동진쎄미켐)

은 1메가 DRAM용 감광제(photosensitizer : photoresist) 개발에 성공하였다.

한편 1980년대의 화장품 시장에서는 세대별 기호와 성향이 뚜렷이 구분되었

는데, 특히 20대 여성 전용 브랜드가 탄생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생명공학

(B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피부과학 분야로 본격 확정되었다. 1980년대에는 

합성 계면활성제 제조기술이 국산화되면서 고품질 샴푸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

다. 비누도 고품질 제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욱성화학은 1985년도에 형광안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상업화하였다. 현재까지

도 형광안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욱성화학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1982년 삼화

페인트는 Ameron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방식용 도료의 본격적인 기

3) 1991년에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충남 서산군 대산면(현 서산시 대산읍)에 제3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함과 

 아울러, LG·SK·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한화종합화학·대한유화 등의 기존 대기업들도 1990년대 초에 집중적  

 인 신증설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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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에 뛰어들었다. 1983년 조광페인트는 벨기에 Libert와, 삼화페인트는 프

랑스 Proudroc과 각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7년에는 건설화학공

업(현 강남제비스코)이 일본 간사이(關西)페인트와 기술제휴를 맺고 분체도료

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삼화페인트는 1987년에 닛폰유지(日本油脂)의 기술을 

도입하여 PCM (pre-coated metal)용 도료 개발 및 제품 양산화에 성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도료 산업의 용도와 기능이 세분화된 제품 개발이 가속되었다. 

전자파 차단 도료, 진공 증착용 도료, 특수 금속부품 및 플라스틱용 도료 등

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또, 실내 또는 벽지에 도장할 수 있는 도료가 개발

되어 도료의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

픽을 대비한 도로 정비 및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도료 시장

에 진입하였다. 일례로, 대우그룹(당시)이 투자한 동명산업(그 후 동주산업, 현 

PPG코리아)은 대우자동차(현 한국GM)에 자동차용 도료를 납품하였다. 결국 

기존 도료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4년 중소기업 지정업종 해제방침에 따

라 도료 산업은 대기업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포리올(현 그린케미칼), 동남합성, 한농화성 등이 계면활성

제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한국포리올을 시작으로 1986년 

미원상사, 1987년 한농화성 등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계면활성제의 본격적

인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국내 계면활성제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

문에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

1980년대는 전자 산업 등 전방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고기능성 접착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양화학은 KAIST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1981년 순간

접착제를 출시하였다. 또, 1985년에는 접착제 분야에서도 한국공업규격(KS 마

크)이 제정되어 표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기존 한국계면활성제조합

에 접착제를 추가하여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이 탄생하였다.

1983년 동부와 미국 몬산토(Monsanto)의 합작투자로 코리아실리콘웨이퍼(약칭 

코실, 현 SK실트론)가 설립되었는데, 이 회사는 1986년 경북 구미에 생산공장

을 준공하였고 여기서 100mm와 125mm, 150mm 웨이퍼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1984년 럭키소재는 미국 Siltec의 기술을 도입하여 1987년 구미에 잉곳(Ingot) 

생산과 웨이퍼 가공공정을 모두 갖춘 공장을 준공하였다.

6. 1990년대

1990년대 초부터 국내 화약 산업에서는 도화선-공업뇌관, 초안폭약이 완전히 

사라지고 둔감한 함수폭약이 개발·출시되면서, 8호 전기뇌관과 새로운 기폭 

시스템인 비전기뇌관이 등장하였다. 또, 다이너마이트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유중수적형 함수폭약인 에멀전 폭약이 등장하고 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

내에서는 한화 외에도 스웨덴의 Dyno Nobel로부터 기술을 라이선싱한 고려노

벨화학이 설립되었다.

불소화합물의 경우 1990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 계면재료화학공정연구센터에

서 불소계 계면기능소재 연구가 수행되었고, 10여 건의 상업화 실적을 달성하

였다. 이 소재는 표면 특성이 탁월하고 내열성 등이 뛰어나 디스플레이, 지능

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핵심소재이다. 한

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과불소화알킬알콜 제조공정은 미국 듀폰, 일

본 다이킨(Daikin) 등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성과이다. 또한 후성과 SK머

티리얼즈, 효성 및 니카코리아도 각각 고점성 고액반응기술, 무수불화수소 제

조기술, 불소계 특수가스 제조방법, 발수발유제 제조공정 등을 잇달아 개발·

생산하였다.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0년에 KIST 내에 설

립된 CFC대체기술센터를 중심으로 CFC 대체물질 개발연구에 착수하게 되었

다. CFC대체기술센터는 HCFC, HFC 등 기존 대체물질의 개발에 중점을 두

고 HCFC-141b, 142b 제조공정기술 등 5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Halon 대체

물질인 CF3I 등 차세대 대체물질 개발에 중점을 두고 CF3I 제조공정 개발 등 8

개 기술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 국내 타이어 업계는 기술고도화에 주력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타이어가 1997년에 개발한 실리카(Silica) 타이어이다. 이 타이어는 기존의 

고무 보강재인 카본 블랙(Carbon Black) 대신 실리카가 일정량 함유된 배합고무

를 트레드에 적용한 타이어를 말한다.

1990년대 국내 탄소섬유의 경우 해당 기업들이 탄소섬유 기반의 복합소재 개

발을 병행하고 있었다. 태광산업은 1992년 T300 및 T400급을 연간 60톤 규모

로 생산하였다. 그러나 일본 도레이(Toray)의 저가 공세에 밀려 생산을 중단하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개관048 049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였다. 또, LG화학의 플라스틱가공연구소가 자동차 부품용 프리프레그(Prepreg)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탄소섬유 가격이 너무 비싸 상품화가 중단되었다.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도 국내 탄소섬유의 상업화는 이처럼 실패의 연속

이었다. 카본블랙의 경우 럭키콘티넨탈카본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을 

주목하여 1980년에 여천공장을 신설한 바 있다. 이 회사는 1989년 인천 부평공

장에 연간 3만 톤, 1992년 전남 여천공장에 연간 3만 5,000톤의 생산규모로 증

설하였다. 활성탄소는 국내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정수장 외 공단 종

말처리장용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업계는 1997년 16개 기업이 한국활성탄

공업협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생산능력에 따라 공급량을 배분하였다.

1991년 1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걸프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 영향으

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반면 과거 1·2

차 오일쇼크 때와 흡사하게 한국에서는 신·증설 물량이 일시에 출하됨으로써 

실적 부진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상공부는 1992년 3월에 ‘석유화학공업에 대

한 투자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1995년 말까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신·증설 억제,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한 여신 규제를 골자로 한 것이

었다. 1992년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라 전방 산업의 내수·수출 부진, 공급과잉

에 따른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급감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극심한 경

영 부진에 시달렸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일부 상위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생존 전략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SK이노베이션은 1980년대 기술연구소 설립 후 오랜 기간

에 걸쳐 기술개발 투자 및 설비 투자를 늘려온 결과, 1990년에는 석유에서 합

성섬유에 이르는 화학 산업 분야의 사실상 모든 분야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달성하였다. 그런데 생산제품의 재고 누적 문제와 동일 산업 내 

과다한 참여 업체(players)로 만성적인 설비·공급과잉과 과당경쟁을 일삼던 국

내 석유화학 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 배경에는 1992년 8월에 이루어진 한·

중 수교가 있었다. 국내 업계는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적

극적으로 해외 특히 대(對)중국 수출에 나섰는데, 동년 대중(홍콩 포함) 수출

은 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0%나 증가함으로써 대(對)세계 총 수출 27

억 9,000만 달러, 증가율 57.0%를 크게 앞섰다. 당시 극도의 공급과잉에 의하여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는데, 그 배출구로서 수출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한·중 수교를 전후하여 수출은 내수보다 훨씬 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그 결과로 합성수지 제조업의 수출비율이 1993년에는 42.5%에 달함으로써 

일거에 수출산업화(安倍誠, 1995)가 되었다. 수출 대상국 중 중국 시장(홍콩 

포함, 이하 동)의 비중은 수교 전인 1989년만 해도 23.6%에 불과하였으나, 1992

년에 29.8%로 높아진 후 1994년 38.2%, 1996년 48.1%로 매년 높은 상승세를 나

타냈다. 특히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은 그 전 기간까지의 무역적자 기조

에서 무역흑자 기조로 전환된 첫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1973년 

3월 울산 제1석유화학단지를 가동한 이후 만 20년만의 일이었다.

1995년을 전후하여 나타난 석유화학 경기의 이상(異常) 호황으로 1990년대 들

어 제2차 설비 투자 붐이 일었다. 이러한 투자 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준의 수직계열화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에틸렌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석

유화학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로써 석유화학 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일

거에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1990년대의 정밀화학 산업은 전통적인 기능성 소재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이 개발되었고, 첨단 분야에서는 화학 소재의 국산화나 개발이 시작되었

다. 그 배경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확대, 「기술이전촉진법」을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의 정책적 배경이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외국 제품과의 경

쟁 및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압력, 대내적으로는 웰빙 트렌드 부상에 따른 

고품질, 친환경 제품 개발의 요구가 기술개발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기술개

발의 압력이 커지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정밀화학 산업 

부문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었다(이은경 외, 2012d4)). 이들 대기업 또는 소수 

시장 지배 기업들은 세부 정밀화학 산업 부문에서 기술개발의 중심 주체가 되

었다.

1990년대의 기술 및 제품 개발 동향은 크게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으로 나타났

다. 대기오염 증가, 낙동강 페놀(Phenol) 유출 사건 등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에콜로지’가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한편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리

필 제품이 대거 출시되었다.

화장품의 경우 1990년대는 신세대(오렌지족, X세대 등)로 대표되는 시대였다. 

이 계층이 소비활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업계 마케팅 진화에 주된 

4) 예컨대 세탁세제의 경우, 제일제당이 1991년 고농축세제 ‘비트’ 출시 6개월 만에 업계 1위를 다투게 됨으로써 성공적  

 으로 세제시장에 진입함. 또, 1992년의 애경 ‘팍스’는 표백세제, 1995년 LG화학의 ‘테크’는 섬유유연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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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제공하였다. AHA (Alpha Hydroxy Acid)5), 비타민, 레티놀(Retinol)6), 효

소 등 생체 유래의 고기능성 성분을 화장품에 적용한 기능성 화장품도 등장

하였다. 또한 노화 방지, 미백, 자외선 차단, 한방 등 특별한 기능을 가진 물질

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비누·샴푸 업계에서는 순식물성 비누·약산성 비누·투명비누 등, 다양

화·고급화된 비누가 한국의 비누시장을 선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샴푸도 세정 

효과보다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컨디셔닝 샴푸가 잇달아 개발·출시되었다. 

세제 부문에서는 생분해도가 높은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고품질 친환경 

제품이 증가하였다.

도료의 경우 친환경 제품에 기능성을 가미하여 국민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었다. 예컨대 아토피 예방, 라돈 방출 차단, 현

수교용 유연형, 자기 세정 기능의 차열도료, 그리고 목재용 무스 형태의 스테

인 도료 등이 개발되었다.

계면활성제 부문에서는 양이온계와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의 개발과 생산

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 계면활성제 업계에서는 선진 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저급 범용 제품 간에 양극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기업 중 일

부는 도입한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기술개발 노력을 다각화하는 반면, 신

규 진출한 일부 대기업에 의하여 수입 대체가 이루어졌다. 농약에서도 원제 개

발이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초부터 대흥화학공업, 오공 등 많은 접착제 

기업들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사실상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기술개

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첨단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화학소재의 국산화나 개발이 시작되었다. 한·

일 합작기업인 동우화인켐은 1991년에 스미토모(住友)화학이 개발한 I-라인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진화성공업(현 동진쎄미

켐)은 같은 해 2월, TV 브라운관 BM (black matrix) 형성용 음성감광제(negative 

photosensitizer)를 대량생산하여 삼성전관(현 삼성SDI)에 납품함으로써 디스플

레이용 소재 산업에 진출하였다. 동진화성공업은 1992년 LCD용 컬러필터의 

필수소재인 컬러레지스트(color resist)를 개발한 데 이어, 1993년 10월 삼성전자

에 g-라인용 양성감광제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포토레지스트 외에 박리액

(stripper), 현상액, 희석액도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1994년 7월 국내 

최초로 TFT-LCD용 양성감광제 개발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LG전

자에 TFT-LCD용 박리액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규모 확대에 발맞추어 실리콘 웨이퍼 기업 럭키소

재는 1990년 ‘코실’을 인수, 사명을 ‘실트론’으로 변경하였다. 1993년에 포스코

휼스는 6,000만 평방인치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실리콘 웨이퍼 사업에 진입

하였다. 또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웨이퍼 산업의 자급률은 1985

년 0.4%에서 1993년 28%로 크게 높아졌다. 1995년 금성일렉트론에서 사명을 

변경한 LG반도체가 설립되었고, 1997년에는 동부전자가 등장하였다. 1990년

대 중반에는 16M과 64M DRAM 양산용 200mm 반도체 소자 팹(Fab.)이 증설

되었고, 200mm 웨이퍼 수요가 급증하였다. 웨이퍼 산업 주력 제품도 종전의 

150mm에서 200mm로 변화하였다.

7.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이 시기에는 화약 업체의 비전기뇌관과 에멀전 폭약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

에 달하고 국제적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탄광용 폭약, 정밀폭약, 

다이너마이트, 미진동 화약도 에멀전계 폭약으로 대체되었으며, 벌크 에멀전 

폭약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화가 제품과 

플랜트를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한화는 그동안 축적된 관련 기술을 총망라하여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2004년 6월, 다이너마이트와 유사하면서도 위력이 가장 

센 고성능 에멀전 폭약 MegaMEX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다이너마이트의 시대

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펄프·제지의 경우 각사가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국제지는 중국과 

동남아 제지 업체들의 국내 백상지 시장 공략에 맞서기 위하여 2005년 국내 최

초로 복사지 전용 초지기(PM4)를 설치하였다. 또한 한국제지는 그동안 대부분 
5) 주로 피부 표면에서 작용하는 수용성 각질 관리 성분을 말한다.

6) 비타민 A의 한 종류로, 순수비타민이라고도 함. 피부의 표피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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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존하여 오던 On-Site PCC (Precipitated Calcium Carbons, 경질탄산칼

슘)의 자체 제조사업도 추진하였다.

불소화학 분야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가스인 NF3 

(Nitron Fluorine � ree, 삼불화질소), WF6 (Tungsten[Wolfram] Fluorine Six, 육불

화텅스텐), C4F6 (Hexa� uoro-cyclobutene, 육불화부타디엔)와 이차전지의 전해

질 LiPF6 (Lithium hexa� uoro-phosphate, 리튬염) 등이 국내 기술로 생산되었다.

타이어 산업에서는 고속주행 차량이 증가하고 신차용 타이어의 UHP (Ultra 

High Performance)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성능 타이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

하기 시작하였다. 넥센타이어는 1,000억 원대의 UHP 타이어 설비 투자를 통

하여 승용차 및 RV와 SUV용 타이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2004년 7

월 UHP 타이어 전용 제2공장 증설을 완료하였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2005년 

6월에 국내 최초로 타이어의 핵심소재인 고무에 나노기술(NT)을 적용하여 ‘꿈

의 기술’이라 불리는 나노타이어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층상 실리케

이트 나노복합체 제조방법’과 ‘고무 나노복합체의 대량생산 기술’로 잇달아 기

술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시기 한국 비료 산업은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하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료 자급화 경향에 더하여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각종 생

산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비료 제조업체의 경영수지를 압박하고 있었다. 생산

설비의 과잉 심화, 해외 수출 감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른 환

경친화적인 농업 추구에 따라 비료 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전환기를 맞

이하게 되었다(권오상, 2005).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도 1997년을 전후하여 세계 석유화학 경기 악화로 인한 

과잉설비 문제와 1997∼19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사업 환경과 재무구조의 

악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한유화는 「회사정리법」 적용에 

의하여 법정관리 회사가 되었고, 당시 차입금이 많았던 삼성종합화학과 현대

석유화학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 등 극소

수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상

당수 석유화학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업부채를 

조정하여 주력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팔 수 있는 사업은 전부 매각 처분

하는 분위기였다.

2001년에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업계

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의 원료 통

합 및 사업 교환, 일부 한계 기업 매각을 제외하고는 한국적 경영 풍토의 특수

성(기업 소유권에 대한 강한 집착)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사업 내지 기업 통

합이 거의 없었다. 특히,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과 LG화학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서 HDPE, PP, EG 등의 경우 오히려 업체 수가 증가

하였다(한국화학공학회, 2008).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IMF 외환위기 극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수출 활동에 더욱 매달렸는데, 특히 세계 최대의 수입 시장

인 중국 수출에 주력하였다. 구조조정기(1997∼2007) 중 세계 총 수출은 연평

균 15.2%로 직전의 도약기(1989∼1996)의 25.8%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양 기

간 최종년도의 수출액을 비교하면 2007년의 총 수출액이 288억 2,000만 달러

로 1996년의 56억 5,000만 달러의 5.1배나 되는 규모였다. 2003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119억 2,000만 달러) 석유화학 수출액은 불과 2년 후인 2005년에 208억 

1,000만달러를 기록하여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시기의 총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42.6%(1998)∼53.6%(2007)의 높은 비중을 점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내수주도형 산업에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확

실히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50% 내외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무렵부터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차이나 리스크’에 매우 취약

한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밀화학 분야의 경우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정부가 고부가가치 특

성에 주목하여 이전에 비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

였다.7) 의약품과 농약을 중심으로 한 정밀화학 산업이 ‘G7 선도기술개발사업’

으로 지정되어 민·관·연의 협동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

밀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널리 인정되었다. IMF 외

환위기 이후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 역량을 높였고, 기술과 제품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정밀화학 산업은 기술개발, 신물질 합성단계에서 변화에 

접어들었다. 주요 성과로는 내국인의 출원 건수 비중이 1987~1990년 5.6%에서 

7) 예를 들어, 2001년에는 「부품소재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부품소재 전문 기업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10 Global Leading Top’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각각 정부의 지원 정책과 발전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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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부터는 전체 출원 건수의 20%로 급상승한 점 외에 합성한 신물질

(신의약과 신농약 중심)의 자체 개발 성공과 함께 일부 선진국에 기술수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류 열풍’의 최대 수혜업종이라 불리는 화장품 산업의 경우에 상위 소수 민

간 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여 국내

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 여성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1997년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최초

로 주름 개선·항노화 기능성 제품으로서 ‘레티놀 TX’라는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때마침 터진 IMF 외환위기하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다. 또

한 LG생활건강도 1999년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메디민A’와 이를 기반으

로 2000년 ‘이자녹스 링클디클라인’을 선보였다. 한편, 최첨단을 지향하는 트렌

드와 함께 한국의 전통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럭셔리 기능성 한방(韓方) 화장

품도 히트상품 대열에 올랐다. 2003년에 출시한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

브 후’, 2007년에 출시한 ‘숨37’, 2008년에 출시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雪花

秀)’가 그것이다. 더욱이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에 출시하여 화장품 업종 내에

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쿠션 파운데이션’도 ‘BB 크림’ 외에 

글로벌 시장에 한국발 뷰티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쿠션

은 기초 메이크업 제품을 우레탄 폼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콤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이다. 오늘날 승승장구하고 있는 ‘K-Beauty’의 중심이 된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여 성장·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0년대 말 한국에는 염색과 펌 열풍이 불었는데, 이에 따라 손상된 모발

을 회복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 샴푸’(2001), 

애경산업의 ‘케라시스 샴푸’(2002), 아모레퍼시픽의 ‘미쟝센’ 등은 대미지 케어

(damage care) 프리미엄 샴푸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안료 산업은 정체기에 접어든 데다 선진국의 다양한 환경규제에 의한 무역 장

벽에 가로막혀 있다. 더욱이 국내 최대 안료 업체인 대한색소공업은 스위스 

Ciba에 인수·합병되어 ‘대한스위스화학(현 한국바스프)’으로 상호가 바뀌었고, 

우성화학공업도 스위스의 Clariant에 인수되어 ‘송원칼라’(현 클라리언트피그먼

트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도료 산업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첨단산업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기능이 추가

된 분체도료, UV 경화성 도료, 반도체·광통신 장비 등 첨단기능성 도료, 전

자파 차단 도료, 항균도료, 초고속 경화형 도료, 필름형 도료 및 내화형 도료 

등 매우 다양한 용도의 도료가 잇달아 개발·출시되었다.

또한 도료 산업은 21세기 들어 포화상태의 내수 시장을 탈피하고 전방 산업의 

해외 진출에 맞추어 합작 기업 설립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 계

면활성제 분야에서는 21세기에 접어들어 자체 기술 보유 및 신물질 개발 등의 

성과와 함께 수출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까지 산업을 지배해 왔

던 범용성 조제기술과 공해 유발 및 인체·환경 유해 저급 상품 생산은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환경친화형 계면활성제와 첨단 전방 산업의 투입재로서 고부가가치 기

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착제 산업의 흐름 역시 계면활성제와 일치한다. 즉,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접

착제 기술은 독성을 줄인 친환경 접착제와 특수용도의 고기능성 접착제 등 두 

가지 흐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 건설사

와 인테리어 업계는 환경친화형 접착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2004년부터 ‘친

환경제품 인증’을 계기로 환경친화형 접착제는 오공 등 일부 선도 회사뿐만 아

니라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밀화학 산업 분야인 기능성 소재 외에 미래 산업 기반인 첨단 분야

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화학소재에서 일부 국산화

와 자체 개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용 화학소재의 경우, 화학소재 메이

커들은 수요 산업(삼성·SK 등 반도체 제조업체)과 공정 개발 단계에서부터 공

동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반도체 노광장비 KrF(불

화크립톤) 포토레지스트와는 구조가 전혀 다르지만 동일한 메커니즘을 이용하

는 ArF(불화아르곤)를 수년 후부터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외국 기업과의 본격적인 경쟁은 바로 이 ArF 포토레지스트의 개발부터라 할 

수 있다. 국내 업체와 외국 기업 간 개발 격차에서 KrF는 4∼5년 격차가 있었

지만, ArF 개발은 불과 1년여밖에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동진쎄미켐

과 금호석유화학은 KrF용과 ArF용 반사방지막을 출하함으로써 국산화를 실현

하였다. 나아가 동진쎄미켐 등 일부 화학소재 업체들은 ArF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F2(파장 157nm)용 포토레지스트, EUV (13.5nm)용 포토레지스트 등도 

동시에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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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제일모직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소재 중 하나인 스핀온카본을 개발

하여 2009년부터 삼성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창화학은 2008년 

계면활성제 기술을 응용하여 린스(Rinse)액을 개발하였고, SK하이닉스에 납품

하고 있다. LCD용 소재 분야에서 LG화학은 2000년 TFT-LCD용 컬러레지스

트를 독자 개발하였고, 2001년 동진쎄미켐은 삼성전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하

여 컬러레지스트를 개발하여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가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2003년 한국알콜산업은 현상액, 2004년 도레이새한은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필름, PMK는 LCD용 대전(帶電) 방지 필름, SKC는 PI 필름을 각각 개발하여 

양산을 개시하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재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

용 화학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

러나 국내 소재기업들도 일부 품목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폭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8. 2000년대 후반∼2015년

화학 산업은 세부 업종별로 사정이 다양하여 일반화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하

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우리나라 화학 산업 세부 업종들은 상당한 

또는 어느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다수 다종의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하지만 200년 내외의 산업화 역

사를 가진 구미 선진국에 비하면 해방 후 70년 기간 중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

한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경험 및 노하우의 축적과(이정동, 2017) 화학 지

식자본 스톡의 축적 등 순수한 의미의 ‘축적의 시간’은 앞으로 쌓아 나가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수출은 2008년에 321억 2,000만 달러8)를 기록

함으로써 대망의 300억 달러대를 넘어섰다.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의 주력 수

출 산업으로서 그 위상을 확립함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었던 생산

업체 수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해 9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2008년 9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석유화학 시장의 성장을 주도

한 중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수출비중

이 높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는 특히 2009년 1분기 실적 부진이 심각해

짐에 따라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이어 또다시 업종별로 구조조정 논의가 활

발하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철도·도로·공항·전

력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등 약 4조 

위안(약 757조 원) 규모의 초대형 내수 확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

에서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 최종재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 덕

분에 중국 수출을 크게 늘려갔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국내 석유화학 기업

들은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도 오히려 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며 기사

회생함으로써 다시 한 번 ‘중국 특수(特需)’를 톡톡히 향유하였다. 한편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하여 온 조업·생산관리 및 영업 활동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해외 사업 전개를 확대하고 있다. 원래 석유화학 산업

은 노동집약형 산업인 경공업9)이나 공정 간 분업이 손쉬운 조립 산업10)과 크게 

다르다. 즉, 일관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해외 이전이 곤란하다는 특

징이 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은 거대 콤비나트·플랜트의 건설 등 막대한 규

모의 초기 투자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 부담이 매우 크며, 자본의 회임기

간(gestation period of capital)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산업 고유의 특성

에 기인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석유화학 산업은 해외 진출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해외 진출

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동안 중국의 동부 해안지역11) 중심으로 진출하던 패

턴과 달리 최근에는 충칭(重慶), 우한(武漢) 등 중국 내륙 지역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국내 상

위 석유화학 기업들은 최근 들어 중국 외에도 미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등 해외 여러 지역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대형 석유화학 프

 8) MTI 21(석유화학) 기준으로 정밀화학(MTI 22 : 71억 7,000만 달러) 및 비료(MTI 23 : 7억 8,000만 달러)까지 모두 합칠  

  경우 화학 산업 전체의 수출은 총 400억 7,000만 달러로 동년 총 수출의 12.3% 규모이다.

 9) 섬유, 의류, 신발 등

10) 전자, 자동차 등

11) 톈진(天津),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煙台),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 자싱(嘉興), 난징(南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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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화하

고 있는 것이다(남장근, 2013).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은 전체 화학 산업 중 생산·수출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2/3 내외)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성장세가 

현저한 동남아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경쟁국보

다 물류비·납기 면에서 유리한 데다 현지 수요 기업의 다양하고 까다로운 니즈

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는 

24시간 풀가동 조업 등 뛰어난 생산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한 자질의 엔지니어

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기반 화학 산업은 중동의 에탄(ethane)이나 미국의 셰일가스

(shale gas), 중국의 석탄(CTO - Coal-to-Ole� n) 등 경쟁국에 비하여 가장 비

싼 나프타를 원료로 하고 있어 폴리올레핀과 C2 유도품에 관한 한 가격 경쟁

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전방산업의 해외 이전 

확대 추세로 내수 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포화·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더욱이 우리 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화학제품의 지속적인 자급률 상승세 및 수입 규제 강화 등 이른바 ‘차이

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도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

다. 중국 내에서는 특히 중동산 저가 에틸렌계 제품(PE, EG 등)에 밀려 고전하

는 등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를 위하여 국내 생산은 갈수록 위축되고 해외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

었다. 여기에 중국의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이미 자급화를 넘어 공급과잉 상

태에 진입하여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

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가능성이 큰 데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량 수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대 석유화학 범용 제품의 앞날은 반드시 낙관적인 것

만은 아니다.

이보다 앞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그룹은 화학 사업 부문을 한화그룹 및 

롯데그룹에 매각하였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하여 화학 사업을 과감히 매

각한 것이다. 이는 종전과 같이 정부의 반강제적이고 사후적인 구조조정에 끌

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 기업 스스로의 자체 판단으로 자발적이고 선제적

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모범적 사례로 기록할 만하다. 또한 석유화학 분야의 선

도 기업들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 engineering plastics) 등 고부가가치 스페

셜티 제품의 비중을 높이고 범용 제품은 에탄, 셰일 등 저렴한 원료 산지인 중

앙아시아·중동·북미 등 해외 생산 및 현지 판매에 나서거나 성장세가 왕성한 

동남아시아 지역 등 제3국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밀화학 산업은 열악한 사업 여건 속에서도 그간의 노력으로 특

히 전자기기용 화학소재 등 일부의 신소재 개발·출시에 성공하는 등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동진쎄미켐은 2005년 TFT-LCD의 배선 형

성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 전극용 식각액을 개발하여 장비 효율성을 향상시켰

다. 또한 LTC는 기존의 유기계 박리액(stripper) 대신에 수계 박리액을 개발하여 

양산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2012년 박리액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19.5%)를 달성하였다. 2015년에 LG화학은 LCD의 휘도 향상과 제조비용 절감

을 위하여 COT (color � lter on TFT) 패널의 반사율을 낮출 수 있는 표면처리 

필름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LG화학은 이 제품의 개발로 일본의 DNP (Dai 

Nippon Printing Co.)나 Toppan (Toppan Printing Co.)을 앞서나갔다.

화학 산업의 3대 기술과 한국의 엔지니어들

모든 화학 산업에 공통되는 화학 산업의 기술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특

정 화학제품을 만드는 방법과 제조공정을 찾아내는 공정기술, ②이러한 공정을 산

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설계·선정하고 이러한 여러 장치들을 배관 및 계

장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건설함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술, ③이렇게 지어진 공장

을 가동(start-up)하여 효율성 있게 운전(operation)하고 보수(maintenance)하는 

O&M 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공정기술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화학 기업들(BASF, 

Bayer, Solvay, DuPont, ICI, DSM, Akzo-Nobel, Dow 등 구미 기업과 일본의 화

학 회사들)이 주로 개발해온 기술로 화학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역사

적으로 화학 산업과 관련한 어떤 기술적 배경과 축적도 갖지 못한 우리나라는 선

진국 따라잡기(catching-up)형 경제개발의 초기에 제조공정 기술의 대부분은 기

술료(royalty)를 지불하고 선진국에서 사들여 왔다. 이러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금 투입을 통하여 축적된 기초과학·기술과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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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부 첨단 화학소재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

밀화학 산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밀화학 산업은 

기초소재 산업이면서도 고도의 지식집약적 형태를 띤다. 상당수가 시장규모가 

작고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라는 산업 특성상,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둔 중소기

업 위주로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독일·일본 등 화학 선진국의 경우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금, 기술인력, 정보 등 모든 경영자원이 대기업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인 극

복 대상이다.

일부 품목에서의 국산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핵심·첨단 화학소재의 경우 여전

히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 열위에 기

인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기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도 숱한 제약을 극복하

면서 자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감한 구조조정

(M&A 등)을 통하여 기업규모를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으로 키우고 만성적 공

급과잉·과당경쟁 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자 산업의 경우 삼성, LG 등 수요 산업의 대기업들이 반도체·LCD용 소재 

기업들에 기술지도와 자금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재-수요 산업이 상호 윈윈

(win-win)함은 물론,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바 있다(박연주 외, 

능력이 필요한 반면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기

업들은 선진국의 기술공여 기업(process licensor)을 찾는 쉬운 길을 오랫동안 밟

아왔고, 지금도 많은 부문에서 이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다소 예외적으로, 해외 기술공여 기업이 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비료의 

MA (methylamines), DMF (dimethylformamide) 등 국내에서 어렵게 자체 개발

한 기술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 기술도입을 생각할 수 없었던 중소·중견기업이 자

체 개발한 고무화학 제품화 기술 등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이 후진적이

라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드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선진국의 상당수 화학 기업

들조차도 이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발달로 대형 화학 플랜트

의 건설이 필요하고, 대량의 유체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미

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Bechtel, M. W. Kellogg, C. E. Lummus, Fluor 등이 주

도해서 발전시켜온 근대식 화학공학(chemical engineering) 기술이다. 우리나라

는 본격적인 화학 공장 건설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플랜트의 설계에서부터 구매·

건설까지의 일체 업무를 일괄도급 계약(Turn-key Contract) 형태로 상기 미국 또

는 일본 엔지니어링 회사(JGC, Chiyoda, Toyo Engineering 등)에 맡기는 방법으

로 공장을 지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근대 화학 공장인 충주비료공장의 

경우 미국의 McGraw-Hydrocarbon과 턴키 계약을 맺었으나 5번에 걸쳐 계약을 

수정해야 했다. 그 결과 건설 계약금은 당초보다 약 70%나 추가되었으며, 공사기

간은 21개월이나 연장되는 등 참담한 경험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로도 턴키

베이스 계약은 1977년 남해화학을 미국 Fluor에 맡길 때까지 계속되었다.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가 대규모 화학 공장 설계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것은 1970년

대 중반 당시의 한이석유(현 S-오일)가 모든 상세설계를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가 

수행하도록 미국 Foster Wheeler와의 원청 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어 전남 여천의 호남에틸렌과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이 상세설계의 상당부분

을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김으로써 이후 상세설계는 당연히 국내에서 수행하

게 되었다.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설비의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로 활약하는 기반이 이때 마

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가 프로세스 라이센서(process 

licensor)가 제공하는 프론트엔드(front-end) 엔지니어링 패키지를 바탕으로 프

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주계약자 역할을 맡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

만, 지금도 공정기술의 중심이 되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과 전체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능력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공 분야 엔지니어들은 외부에서 들여온 도입 기술

의 내용을 단기간에 파악하고,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건설과 운전에 

임해서 세계적인 규모의 화학 공장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단기간에 완공해내는 뛰

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단기간에 스타트업(start-up)을 끝내고 정상 가동 

단계에 진입하여 높은 효율로 가동하고 있음은 한국에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가진 

많은 외국의 기업인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디보틀네킹

(debottlenecking)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공정 개선을 통하여 원단위 개선이나 유

틸리티의 최적화를 이룬 기록들도 수없이 많다. 한 마디로 화학 산업 3대 기술 중 

전반부는 약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반부 즉, 건설에서부터 O&M의 기술은 세

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엔지니어링·건설 업계가 성장·발전하면서 공정기술을 쉽게 이해하는 장점 

때문에 많은 화공 기술인들이 국내외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장치 산업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담당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프로

젝트 매니지먼트 능력(project management capability)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

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능력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양성하고 

그를 지원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산·학·정이 함께 노력

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출처 : 추지석 편찬위원장의 코멘트(2017. 10. 23.)를 토대로  

구글·네이버 등의 검색 자료들을 일부 인용하고 필자 수정·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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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러한 협력 사례가 모든 정밀화학 세부 업종에 확산될 때 정밀화학 산

업의 선진화와 상생 협력 및 공존공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 이후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생산액은 가파

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가가치액의 증가율은 완만한 기

울기를 보이고 있어 동 산업의 양적 팽창에 비하여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출하액)은 1995년경을 정점

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즉, 고부가가치화는 향후 국내 석유화학·정

밀화학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핵심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화

학(chemistry)이라는 기초과학 분야에도 더 많은 투자와 고급 인력 양성에 힘써

야 한다. 또한 산·학·연 연계 강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

에서 일정 부분 선진국 수준의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의 점유율을 지속적

으로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한국중화학공업의 설계사, 프로젝트 엔지니어

김광모(金光模)

중화학 공업, 과학기술 교육, R&D 체제를 정비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우리에게는 경제의 펀더멘털인 중화학 공업이 있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의 토대 위에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

수석과 김광모 비서관이 주도하는 경제수석실에서 “무엇을, 어떻게”를 구체화함으로써 이룩한 것이

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는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시도 등 북한의 군사도발

이 빈번하였다. 그런데도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 1개 사단(제7사단)의 전격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

에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자주국방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방

위 산업 육성에 착수하였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이 필요한 방위 산업 육성에 대하여 주무부처도 그 접근방법을 못 찾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S DB)에서 산업연구원 산출·작성

<그림 1> 한국 화학 산업의 산출 및 부가가치 변화 추이 인

터

뷰

우리나라 화학 산업을 일으킨 

일부 선구자들(*가나다순)

● 1933년 9월 23일생

● 학력 :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 경력 : 상공부 석유화학과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2비서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부단장(1급)
 코리아엔지니어링 사장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상임이사·자문위원

 현 테크노서비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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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때, 경제수석실은 첨단 병기도 ‘분해·조립’으로 단순화하여 방위 산업 착수를 가능하게 했

다. 동원 가능한 자원을 총집결하여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를 보강하였다. 정부가 방위산업체를 

지정하고 최소 가동률을 보장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본 병기에 이어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계획도 세웠다.

당시 청와대는 1970년대가 우리가 선진 산업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달러(1972년 16억 달러)와 1인당 소득 1,000달러(동 년 318달러)

를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경제력으로 뒷받침하고자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수립

하였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에서는 철강(1,000만 톤), 석유화학(에틸렌 50만 톤), 비철금속 

(10만 톤), 조선(100만 톤) 등 6대 중화학 공업의 목표를 제시한 다음 추진일정 계획을 세워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4년을 앞당긴 1977년에 달성하였고, 오늘날 선진국에 버금가

는 공업 국가 대한민국의 기틀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기능공은 공업고등학교 교육으로, 기술자는 대학교, 과학자는 대학원과 연구소에서 양성하기로 하

고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업고등학교는 기계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하여 실습 위주로 교

육하고, 국립 공과대학을 특성화 공과대학으로 지정(예 : 부산대학교 공대–기계, 경북대학교 공대–

전자, 전남대학교 공대–화공 등)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능올림픽 우승국이 되었다. 이는 기능검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기술자 우대정

책을 실시하면서 주요 업종별(기계, 전자, 금속, 선박, 화공, 생물 관련) 연구소를 정부출연으로 세웠

고, 민간 기업연구소 설립을 적극 유도·지원하는 등의 노력의 산물이다. 현재 대전시의 큰 전략 자

산인 7,040만㎡(2,000여만 평) 부지의 대덕연구개발특구(2015 기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정

부 및 국공립기관 24개, 기타 비영리기관 23개, 대학 7개, 기업 1,613개 등 1,70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 대덕연구개발특구도 김광모 사장과 중화학추진위원회 기획단의 작품이다. 즉, 1973년 계획

이 수립되고 이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92년 준공된 대덕연구단지(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

구와 교육을 결합한 과학기술 거점에서 출발하여 연구개발, 생산, 상업화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거

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과 건설업계의 대부, 여전한 호랑이 눈

김병진(金炳珍)

첫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진출, 해외 턴키 프로젝트 수행

김병진 회장은 M. W. Kellogg라는 유명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6~7년 일하고 있던 중 Lummus가 

한국에 코리아엔지니어링을 합작회사로 설립키로 하여 Lummus측 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Lummus의 철수로 1974년 코리아엔지니어링 핵심 

멤버 5~6명과 함께 대림으로 옮겨 대림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다. 국내 대규모 화공시설 발주사들

의 신설 엔지니어링 회사 기피로 해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사람도 키우며 준비하기도 하였다.

대림엔지니어링은 1991년 드디어 해외 태국에서 5억 달러짜리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일본

의 T엔지니어링이 태국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잘한 것도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당시 발

주사였던 태국의 국영석유회사 PTT가 많이 도와주고, 또한 에이전트가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다. 그리고 마침 태국에서는 세계은행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용만 

재무부 장관이 큰 도움을 주었다. 태국의 통상부 장관, PTT 임원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장관

은 한국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수주 확정되었고, 이후 많은 턴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 턴키 프로젝트는 

공장을 당시 계약해서 약 4년 후에 완공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환율 리스크, 자재 및 기기 가격, 

노임 및 금리의 변동, 심지어 정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운이 좋아야 한다. 첫 턴키를 딴 대림에는 좋은 운이 따랐다. 국제 기계 가격이 막 떨어지

고 환율도 유리하게 돌아갔다. 이로 인해 예산에 여유가 생겨 인력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어서 프

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었다.

● 1932년 6월 29일생

●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UC Berkeley Campus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

 Newark 공과대학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

● 경력 : 미국 Foster Wheeler사, M. W. Kellog사, Esso Res. & Eng. 부사장

 대림엔지니어링 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

 코리아엔지니어링 부사장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한국플랜트엔지니어링협의회 회장

 대림정보통신 사장·부회장

 대림그룹 대표이사·부회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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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엔지니어링 업계가 우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공능력, 기자재, 차관 등으로 다시금 무장해서 중·후진국의 턴키 프

로젝트 쪽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턴키 프로젝트에서 불가피하게 따르는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손실이 컸던 가스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나라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링 패키지(Front End Engineering Package)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지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최우선 해결 과제이다. 이론적으로는 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만들어준 패키지를 그대로 받아 설

계하면 되는데, 프로젝트 수행 중에 고객이 변경을 요구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다. 특히 말레이

시아처럼 우리가 저가 수주를 하였을 때는 비용을 절감하는 길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이 찾아줘

야만 한다. 그런데 당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을 맡았던 이탈리아의 Snam Progetti가 수정을 거

부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길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큰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므로 턴키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려면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PM)들이나 화학 회사에서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람들이 자기 공장을 지을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

려면 생산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였던 훌륭한 기술자가 투입되어야만 한다. 엔지니

어링 회사가 이들을 특채해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훈련시키면 이들이 오너의 입장과 계약업체

(contractor)의 입장을 동시에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실력 있는 PM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참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엔지니어링 회사의 기술은 경험을 가진 사

람이 축적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오래 근무해야 하는데 국내 업계의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김병진 회장은 이것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계가 뜻을 모아 하루속히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새 화학제품 개발과 새 공장 짓는 일에 큰 보람

김상렬(金祥烈)

기술발전에 ‘기적적인 점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동양화학 30년 성공의 비결은 이회림 동양화학(현 OCI) 회장과의 신뢰 관계가 열쇠였다. 동양화학 

초기인 1967년 소다회 공장을 건설하였다. 일본 센트럴글래스의 기술과 IHI의 기계를 위주로 건설

한 소다회 공장은 하루 200톤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 공장을 조금씩 늘려 하루 700톤까지 늘려갔

다.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속된 이회림 회장의 기술자 신뢰가 형성되었다. 1977년경에 건설한 과

산화수소 공장도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에 기술을 주려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듀폰 기술

을 채택하였다. 듀폰에서 기술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술 제공을 거절하던 미쓰비시가스가 

대한제당에 기술을 제공하여 경쟁 체제가 되었다. 상세설계는 대림엔지니어링에 맡기고, 공장 기계

시설을 대부분 국산화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과감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소다회와 과산화수소로 건식 공정의 과탄산소다 공정기술을 개발하였다. 화학연구소의 박

노학 박사와 공동개발에 나섰는데 안정제를 찾아내는 일이 너무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었

다. 오랜 고생 끝에 결국 만들어냈고 나중에 미국에 4만 톤짜리 공장을 지으면서는 그 기술을 제공

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엔지니어들이 집념을 가지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PVA 공장

에서 TDI를 하면서 PVA를 같이 추진하였는데 누구도 PVA 제조기술을 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스로 문헌조사도 열심히 하고 실험도 엄청 많이 하였다. 그리고 소형 파일럿 플랜트 

테스트(pilot plant test)까지 해서 마침내 완성하였다. 처음에 1만 2,000톤짜리 공장을 지었고 나중

에는 2만 4,000톤까지 늘렸다. 이 덕분에 1994년도에 한국화학공학회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생산현장과 연구소와 실험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것이 

성공요인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회림 회장은 근검절약이 철저하신 분으로 기술자들을 무한 신뢰하였다. 부하들이 보는 데서는 

● 1940년 10월 11일생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

● 경력 : 동양화학(현 OCI) 중앙연구소장·부사장

 동우화인켐 부회장

 현 한성크린텍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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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상관을 질책하지 않았다.

김상렬 부회장은 동우화인켐 12년의 성공은 주주사인 스미모토가 한국의 경영진을 신뢰한 것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우화인켐은 1991년 12월 동양화학, 스미토모화학, 이토추상사가 

50:40:10 비율로 시작하였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1990년도에 64M DRAM으로 본격적으로 옮겨가

는 단계였다. 처음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부터 시작하였다. 1993년에 첫 공장을 짓고 제품 인정을 받

고 실제 납품하는 데까지 1년이 더 걸렸다. 이후 황산, IPA, 반도체 웨이퍼 닦는 케미컬, 다음에 에

칭과 세정액으로 확대해 나갔다. 1999년 동우에 부임하였고 평택공장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영

에 참여하였다.

반도체 케미컬은 양은 적고, 높은 순도를 요구하는 산업이다. 이런 어려운 제품을 만들던 솜씨로 

생산량이 많고 스펙은 덜 까다로운 디스플레이 LCD쪽으로 성장하면서 동우가 탄탄해졌다, 처음

에는 편광필름과 폴라라이즈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 2개를 설립하였다. 동우옵티컬필름과 DSTI

로 시작해서 이후에 필름 공장, 컬러필터 공장을 지었다. 지금은 편광필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LCD쪽 케미컬은 동우에서 먼저 발의하였고 자체 기술로 시작하였다. 그가 부임한 1999년의 매출

은 780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2년과 2003년에는 8,000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현재는 

약 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LCD 시장규모가 워낙 급속히 팽창해 온 데다 동

우가 민첩하게 발주처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반도체 케미컬 사업을 하면서 애먹은 일 중 하나가 PPT 수준의 분석방법이 없다는 문제였

다. 서브 벤더들이 좋은 원·부재료와 부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클 수가 없는 것

이다. 따라서 본사가 발전하려면 지원 부서, 서브 벤더가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기적적인 점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

아서 습득하는 것은 상당히 빠르다. 빨리 추진하고 얼른 끝내는 것은 잘 하는데 꾸준하게 똑같이 

반복하는 일은 힘들어한다. 그러니 반드시 훈련으로 보완해서 실수를 막아야 한다. 합작 파트너인 

일본사람들도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회사 경영에는 거의 간섭 없이 한국 경영진에 맡긴

다. 동우가 그래서 커 온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종합화학 사업까지 유공에서 공헌

박종률(朴鍾律)

창의력 발휘, 나프타분해센터(NCC) 사업계획 완성

대한석유공사(유공)는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입 대체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62년 출범하였다. 1963년 6월에 GOC (Gulf Oil Corp.)를 합작 파트너 겸 원유 공급 회사로 결정

하였다. 1964년 4월 원유 처리능력 3만 5,000BPSD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유공장을 세우

고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국내 산업용 석유류를 저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 발전의 견인차로서 국영 합작 기간산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공채 1기로 입사한 엔지니어들은 해외 훈련을 거쳐 GOC 요원과 함께 배우면서 일하고 파이오니어

(pioneer)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1969년 석유제품 판매량은 196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여 생산

능력은 1967년 5만 5,000BPSD가 되었고, 1968년에는 11만 5,000BPSD로 확장되었다.

국내 석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발전의 길에 들어 선 유공은 당시 산업의 꽃인 석유화학 

산업에 뜻을 두었다. 하지만 GOC는 사업 범위를 기초유분(EPBX)에 한정하고 꽃 중의 꽃인 플라스

틱 사업(PE, PP)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이때 박종률 부사장은 U. S. Operations 

Mission 도서실의 자료를 참고로 사업계획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산업통계가 부실한 당시의 상황

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소비 실적은 한국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면장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

어 그는 회귀 분석방법을 이용한 제로베이스(Zero base) 접근 방식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등 다양

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나프타분해센터(NCC) 사업계획을 완성해냈다. 그 결과 1967년 10월에 정부

로부터 승인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곧이어 사업 중에서 BTX 부문은 UOP D (Design) / JGC EPC로 분리 추진하는 길을 택하였다. 

1970년 5월 공장을 준공하고 고품질 BTX를 생산하여 우선 수출에 임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석

유화학(석탄화학 대체) 산업의 효시이다. 1972년 12월 핵심인 10만 MTA 규모의 에틸렌(Ethylene) 

생산시설(MWK Furnace Technology-MWK D-EPC)을 준공하였고 이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

● 1936년 7월 31일생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 경력 : 대한석유공사 부사장

 유공ARCO화학 사장

 (겸직)Gulf Oil Chemicals Co. Asia Region Coordinator
 유공가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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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공과 GOCHEM (Gulf Oil Chemicals Co.)의 총괄적 협업을 이끌어냈고, 정부의 무리한 가격

결정고시(4 cents/pound ethylene)와 단지 내에 있던 일부 계열 공장의 건설 차질에도 불구하고 

1977년 12월 15만 5,000MTA를 확장하는 등 많은 경영 성과를 이루어냈다.

GOC는 유공의 증자(추가자금) 필요에 따라 1970년 6월 지분을 25%에서 50%로 늘리고, 유공의 경

영권을 장악하였다. 당시 GOC는 유공을 Kuwait 원유의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었고, Gulf Oil 

Refining & Marketing Co.(유공석유사업 관장)는 정부의 가격 결정에 계속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

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GOCHEM은 국내 유화(油化) 시장에 대한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내부적으로 대규모 확장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GOC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국유화 조치로 

원유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등 가격 정책으로 유공의 경영 실적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1980년 8월 유공에서 철수를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12월 선경(鮮京, 현 SK)그룹이 GOC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이때부터 유공은 민영화

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유공의 화학 사업은 박종률 부사장의 책임아래 일차적으로 1985년 12월 

#2 BTX 시설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1990년 12월에 이르러 40만 MTA #2 에틸렌시설을 확장하였고, 

숙원인 PE·PP의 포워드 인티그레이션(Forward Integration)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이후 순차적

으로 PO / SM, P-X / O-X, DMT, EPDM, 1, 4-BDO, PP Compound, MTBE, 다양한 용제·Polyol 

등으로 다변화를 이루면서 작은 종합화학 사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데 성공하였다.

그가 후배 석유화학 산업 종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산업 및 제품군 속에서 회사의 위

치를 감안하여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삼가달라는 것이다. 한때 3개 석유화학단지론을 주

창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화나 플레이어(Player)의 수를 축소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최소 2∼3개의 학회에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학회가 아카

데미아(Academia) 또는 연구소의 전용이 되지 않고 산업계에서 그 효용가치를 함께 누리도록 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밀화학 산업의 개척자, 충주비료공장 정상 가동의 주역

유경종(劉慶鍾)

비료, 기초화학, 정밀화학, 전자소재 등에서 다양한 솔루션 선도

유경종 회장이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것은 1961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였지만, 비료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자금 중 매년 7,000

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비료 수입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1955년 9월에 착공한 충주비료공장(제

1비료, 忠肥)은 당초 예정보다 약 3년이 더 지난 1961년 4월에야 겨우 준공하게 되었지만, 준공 이

후에도 잦은 고장으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졸업과 동시에 충주비료공장의 심장부인 

암모니아과에 합류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러한 핵심 기술진의 충원, 미국의 Allied Chemical과의 기술자문 계약체결(1962. 5.) 등 공장 운

영과 조업에 관한 사항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으로 충주비료공장은 1963년부터 공장이 정상 가동

되어 연간 요소 8만 5,000톤의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생산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충주비료

공장에서 약 5년간 공장의 시운전과 정상 가동 과정을 주도하며 비료공장 최고의 엔지니어로 성장

한 그의 활약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다. 1966년에 그는 영남화학(제3비료)에서 약 7개월간 근무

하며 성공적인 시운전과 정상 가동을 주도하였다. 그 후 곧바로 역시 시운전 단계이던 한국비료(제

5비료, 韓肥)에 합류하여 성공적인 정상 조업을 이끌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 

최단 공기의 3대 기록을 수립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한국 최초로 화학비료 수출의 꿈을 실현한 우리나라는 1967년에 비료 수입국가에서 비료 수출국

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료 생산의 증가로 비료의 완전자급화를 달성한 기쁨도 잠시뿐이

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과 세계 비료 시장의 공급과잉 등 경영 환경의 변화로 비료 의존도

를 낮추기 위한 ‘탈비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암모니아와 메탄올 수입 기지를 확보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군을 추진하였다. 1977년 한국비료의 공장장으로 승진한 그는 우선 정밀

화학 중간소재인 MA (methylamines)의 상업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어 DMF (dimethyl 

● 1936년 8월 8일생

● 학력 : 경복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 경력 : 충주비료공업·영남화학·한국비료공업 기술부장

 울산석유화학공업 신규사업부장

 한국비료공업 상무 공장장·전무이사·사장

 삼성정밀화학 사장·상임고문

 한국정밀화학진흥회 회장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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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mide, 폴리우레탄 합성 유기용제), Choline Chloride(가축사료 첨가제), TMAH (tetra 

methyl ammonium hydroxide, 반도체 현상액, 현재 세계 최대 생산국) 등 MA를 활용한 계열 제

품들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사업구조 고도화와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였다.

1989년부터 그는 한국비료가 1995년 삼성그룹에 재편입된 직후까지 한국비료의 사장으로서, 또한 

1992년부터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 회장으로서 정밀화학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는 6년간 한국비료를 이끌며 나프타 리포밍(reforming) 가스에서 carbon monoxide (CO) 가스 분

리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COSORB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Formic Acid, Malonic 

Acid Ester (KIST와 공동개발, 상업화) 등 한국비료가 CO 다운스트림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산(酸)·알칼리(소금 전기 분해) 분야에 진출하여 염소계 용제와 ECH (Epichloro 

Hydrine, 에폭시수지 원료) 등 염소 계열 사업을 펼쳤으며, Mecellose 사업에도 진출하여 이 분야

의 세계 4대 메이커로 성장시켰다. 그는 비료 산업으로 출발하여 기초화학, 정밀화학, 전자소재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다양한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지속 창출해 온 산 증

인이다.

전자산업 화학소재 발전에 공헌한 기술인, 사업가

이부섭(李富燮)

화공과 교수들과 교류하면서 산·학 협동의 필요성 절감

이부섭 회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의 길로 나설 결심을 하였

다. 1967년 동진화성을 설립하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 자택 일부를 개조하여 폴리스티렌(PS) 합성

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한때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1981년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법정관리를 받는 등의 시련도 겪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발

포제를 국산화한 후, 꾸준한 기술개발과 판로 확장으로 오늘날 글로벌 넘버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발포제 사업을 키워냈다.

1980년대 초 국내 최초의 EMC (Epoxy Molding Compound)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소재 사업에 

진출한 이부섭 회장은 대학시절 전공 분야를 살려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PR (photoresist) 개발

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와의 산·학 협동을 통하여 1989년 국내 최초, 세계 4번째

로 1M DRAM PR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어 1994년에는 4M DRAM용 PR을 삼성전자에 납품하였

으며, 이후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에도 진출하기에 이른다. 1995년 화성시 양감면에 새로운 발안공

장을 준공함으로써 전자소재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였다. 1999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고 동진쎄

미켐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전자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정립하였다.

현재 동진쎄미켐은 발포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스탠더드 제품으로 자리 잡은 절연

막과 감광재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자소재를 공급하면서 한국 전자 산업 발전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소재, 염

료감응형 태양전지 개발 등 새로운 과제에도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그는 이처럼 발포제와 전자소

재의 국산화를 통하여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과 한국공학한림

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 선정되는 등의 영예도 안았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그는 의외로 한국공업화학회 회장을 역임한 일을 

꼽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열악한 학회 재정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화공과 교수들

과 교류하면서 점차 산·학 협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경험이 이후에 한국과학

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구하자 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걱정을 내놓는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창업자 자신이 기술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들려줬다. 정밀화학 소재 특히, 전자 산업용 화학소재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오직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과 끈기와 집념으로 마침내 ‘국산화 성공’이

라는 과업을 달성해낸 그의 말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자 산업 등 첨단 산업에 

몸담아 온 이부섭 회장, 그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성장에 공헌한 이 시대의 진

정한 과학기술인이자 사업가이다.

● 1937년 11월 22일생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및 동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

● 경력 :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현 동진쎄미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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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와 자동제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선구자

장홍규(張弘圭)

원칙으로 지킨 화학 현장 외길 35년, 실무에 정통

우리나라 화학 산업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석유화학은 세계 4위이다. 그중 공장 운영과 공정관리 

및 건설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장홍규 부회장은 화학 공장 관리의 선구적 롤 모델을 제

시하였다. 1980년대 당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회사인 호남에틸렌(대림산업 유화부문의 전신) 사

장으로 선임되어 전문 기술 경영인이 최고경영자가 되는 선례를 일군 선구자다. 장홍규 부회장은 

대림그룹의 오늘을 일궈낸 장본인으로 충주비료와 영남화학의 공장장, 남해화학 건설 및 조업이사 

등을 거쳐 대림그룹의 부회장 자리에까지 오른 유화 업계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장홍규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화학비료 공장인 충주비료에 입사하여 계장

(instrumentation, 計裝) 시스템을 담당한다. 온도, 압력, 유량 등의 계측기기, 그리고 자동제어 시

스템의 선진 전문 기술을 습득·소화하여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계장 시스템 전문가가 된다. 담당 

직원들을 훈련하여 최초의 화학비료 공장 조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그 후 다수의 자동제어 시스템 

기술자를 배출하여 국내 관련 기술의 저변을 확대한다.

영남화학, 남해화학, 호남에틸렌 공장장 재임 시에는 제품의 원가 개념을 정립하고 정직, 성실, 근면

을 솔선수범하면서 직원의 근무윤리를 확립하였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외유내강의 자세로 경청하

고 소통하는 리더의 자세를 실천하며, 항상 현장을 찾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였다. 주어진 권

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졌다. 그의 후배들에게 있어 그는 화학 공장 관리자

의 롤 모델이 되었다.

대림과는 호남에틸렌(현 회사의 전신)을 인수하기 직전인 1978년에 인연을 맺었다. 공장장 겸 부사

장으로 제1나프타분해공장(NCC)의 조업을 정상화하였다. 그 후 SM(스티렌모노머) 공장, 제2나프타

분해공장, 합성수지 MTBE 폴리부텐 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현장 관리의 업적을 바탕으로 대주주

의 신임을 받아 당시 최대의 화학 회사 호남에틸렌의 사장이 된다. 이 당시 거대 공기업 사장은 군 

출신과 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독식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파격적인 인사로 꼽혔다.

중책을 맡은 그는 곧바로 기술 임원의 영역을 넓히고 기술인의 경영 참여의 길을 확대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우리나라 화학 회사 경영인은 전문 기술자가 절대 다수

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후에도 그는 기술 인력을 현장에 대거 투입하여 기술인을 양성하는 한

편,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기술자가 직접 최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 개념을 확산시킨다. 

이런 풍토가 뒷받침이 되어 건설사와 연계된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오늘날 화학 플랜트엔지니어링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원칙’에 철저한 합리적인 경영자로 통하는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다. 석유화학 사업에 신

규 참여한 삼성과 현대가 무더기로 인력을 빼가자 한 회사에 50명까지는 넘겨주겠다고 선언한 그

는 더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 회사의 관계자들을 교육시켜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을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이러한 전력 덕분인지 호남에틸렌은 1980년대 우리

나라의 에틸렌 총 생산량 중 70%를 점유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한다. 오늘날 한국 석유화학 산업

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게 된 디딤돌이 됐음은 물론이다.

한국 정유 산업 및 석유화학 산업의 대부

전민제(全民濟)

아세틸렌을 이용한 빙초산 공장 국내 최초 완공

이당(怡堂) 전민제(1922~) 회장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격변기, 그 뒤를 이은 급속한 공업화와 

● 1933년 5월 14일생

● 학력 : 숭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및 동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

● 경력 : 충주비료·영남화학 기술이사·공장장

 남해화학 이사·공장장

 호남에틸렌 공장장·부사장·사장

 대림그룹 부회장

● 1922년 3월 15일생 

● 학력 : 서울 제1고보(후일 경기중학) 졸업

 일본 동경물리학교 중퇴(휴학, 중도 귀국)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박사과정 수료

● 경력 : 조선석유 관리인

 한국석유 상무이사

 대한석유공사 이사·부사장

 전 엔지니어링-이수화학-신한기공 사장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기술용역협회 회장

 과학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전 엔지니어링 회장

 대한화학회 회장

 한국화학회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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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시대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유와 석유화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와 족

적을 남긴 선구자다. 산업사적 관점에서 ‘석유화학에 전민제, 철강에 박태준’이 그 출발에 있다는 평

가가 가능할 정도다. 이당은 일본 대학 진학을 통한 과학의 길에 뜻을 두나 전쟁 중에 학과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귀국 후 당대의 석학인 김동일 박사, 안동혁 박사, 이태규 박사의 교실에

서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였다.

1947년 9월에 자신이 설립한 조선종합공업에서 카바이드에 물을 부어 생성시킨 아세틸렌

(acetylene)을 이용한 빙초산 공장을 국내 최초로 완공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48년 북한의 

단전 조치로 시험 가동을 중단하고 6·25전쟁 중에 시설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그의 놀라운 공정 설계 및 공장 건설기술과 기업가 정신의 사례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과 격려 속에 그는 민간 자본에 의한 정유 공장 건설을 시도하나 연이어 실

패하고, 5·16 이후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결단에 힘입어 빛을 발한다. 경제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대한석유공사(유공, 1962) 울산정유공장 건설은 그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

의 결과물이다. 유공은 공장의 건설 도중 그의 책임 아래 GOC (Gulf Oil)와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외자 도입(투자, 상업차관) 및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964년 울산정유공장의 가동 자체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때까지 미국 원조자금의 배정한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배급하던 석유제

품을 국내 정유시설에서 수입 원유를 정제하여 수요에 맞추어 공급함으로써 석유 공급 판매 패러

다임에 일대 혁명을 불러온다.

안정된 공급과 가격인하가 석유 수요의 성장과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한다. 울산정

유공장과 유공은 전쟁의 폐허에서 이룩한 기술적·상업적 성공사례이자, 본격적인 공업화의 신호탄

으로 국내외에 널리 회자되었다. 그는 또 하나의 국가 계획 사업인 석유화학단지가 순탄하게 출발

할 수 있도록 유공이 상류의 EPBX 나프타분해공장(NCC)을 담당하고, 하류인 유도품의 가격 경쟁

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공시 가격(posted price)에 맞추어 공급할 것에 GOC와 합의하였다. 생

산시설의 건설 중에 1970년 그는 경영 외적인 이유로 갑자기 유공을 떠나게 되고, 유공은 GOC와 

후배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1980년 들어 GOC가 철수하고 선경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오늘의 SK에너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1971년 전엔지니어링(CEC)을 부활시켜 엔지니어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유공

이 발주하는 일부 공사와 유공에서 인연을 쌓은 UOP, JGC 등의 협조로 CEC와 그 자매회사인 신

화건설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국내·외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조사연구, 기술개발, 기

계 제작 등을 아우르는 engineer - constructor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전쟁에 따른 

이란의 채무 불이행에 겹쳐 불합리한 정부의 해외건설업 면허연장 불허 조치로 CEC와 신화건설은 

1983년 청산의 길을 걷는다. 엔지니어링 업계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에 수많은 유능한 인재와 ‘전

민제 유산(Legacy)’을 남긴 채로…….

그의 학구를 향한 열의, 학회와의 인연은 남다르다. 일찍이 1969년 화학회관 건립자금을 지원하고, 

오늘까지 특히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1985년 설립한 Chon 

International을 통하여 외국과 교류하고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의 산업위원으로 활동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미국 클락슨대학교(Clarkson)와 러시아 과학기술아카데미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ies)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해

외 간행물을 섭렵하며 기술, 환경, 대체에너지 등에 관한 최신 발전과 경향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한국 유전공학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과학자

최남석(崔湳錫)

“What's New?”로 시작하는 실험실에서 유전공학 오케스트라 완성

최남석 박사는 미국 브루클린 공과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후에 Johnson & Johnson에 인수된 

Alza Corp.에서 약 3년간 근무하였다. 귀국 후 KIST의 책임연구원 및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0

년 LG화학에 초빙되어 사업부 출신 50명의 연구원으로 LG화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어 1982년 

LG그룹 회장단의 결정으로 유전공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LG화학 사내는 물론 국내를 통틀어 유전공학 관련 사업의 기반과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항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가능에의 도전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였다. 인력도 단 9명에 

불과한 어려운 환경에서 LG화학의 유전공학 연구를 최단기간에 정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국내외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갔다. 마침내 미국 벤처캐피털 Chiron과 기

술 협력 계약을 맺고 LBC (Lucky Biotech Corporation)를 설립한다. 이후 연구원들을 Chiron에 

● 1935년 3월 20일생

● 학력 :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브루클린 공과대학(Polytechnic Institute of Brooklyn) 고분자학 박사

● 경력 : Alza Corp.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고분자연구실장

 럭키중앙연구소 소장

 LG기술연구원 원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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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여 기술을 배우게 하는 한편, LBC는 유전자 재조합 연구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것을 발효하

고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것이 LG화학 유전공학(이후 LG생명과학)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그는 미국의 유명 연구소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격적 콘셉트의 최신 연구시설인 ‘Lucky 

Hi-Tech Valley(10만 평, 330,579㎡)’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조직은 각 150~200명 규모의 3개 단위 

연구소에 안정성센터와 화학공정센터를 더하여 편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역설하였다.

“개별 단위 연구소 조직은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위 연구소와는 서로 연결성을 

가져야 하고, 2~3년에 한 번씩 옥석을 구분, 조직 개편으로 활력을 줘야 합니다.”

가는 길에는 많은 장벽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보건행정의 후진성, 유전공

학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 제약 산업의 영세성 등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인터페론,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와 합성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유전공학 연구의 토대를 구축해 나갔다.

“누가 팩티브(Factive, 퀴놀론계 항생제)를 개발하였지요?”

“시초에 김용주 박사가 연구원들에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었고, 최수창 박사가 혼신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고, 홍창용 박사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뤄낸 것입니다.”

어느날 LG그룹 회장의 질문에 최남석 박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What's New?”

최남석 박사가 실험실에서 연구원을 만나면 의례하는 인사말이다. 이로써 연구원들은 ‘내일 아침 

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인재를 발탁하는 기준은 전문적 실

력, 일에 대한 열정, 낮은 자세로 열심히 연구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성실성, 소극적이지 않고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 등이었다. 연구소 운영 철칙은 “발명과 발견은 개인이 하지만 일은 팀이 한

다.”였다. 그리고 힘들고도 지난하였던 도전의 과정을 이렇게 회고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전망의 토대 위에 ‘제1호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일가는 전문 인력을 발굴한 다음, 치밀하고 세부적인 기획과 조직 개편을 통하여 학제

적인(Multi-disciplinary) 단일 조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

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에서 큰일을 하려면 오너인 회장과 사장들의 관심과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LG화학의 최근선 사장은 제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밀어 주었어요.”

당초 럭키금속에서 시작한 전지 프로젝트도 당시 구본무 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최남석 박사가 

맡았다. 그는 1년에 약 10명의 연구원을 선발하여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제도화하

였다. 유진녕 CTO/사장과 전지의 김명환 사장도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그가 중앙연구소장을 16년, 

후임 여종기 박사와 현 유진녕 CTO/사장 모두 10년 이상씩 장기 재임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LG생

명과학 출신 100여 명의 OB 모임이 있다. 그중 바이오테크 분야 CEO가 약 30명이 있는데, 그들은 

꼭 최남석 박사를 초빙하여 모임을 가지며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중소기업형 기술집약 산업(고무 관련)의 개척자

최병권(崔秉權)

지혜와 신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천재

아성정밀화학의 최병권 사장이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것은 1959년이었다. 졸업 후 그가 

인연을 맺고 30년간 근무한 동성화학을 고 월당(月泉) 백제갑(1927~1994) 회장이 창업한 바로 그 

해였다. 병역을 필하고 복학한 그는 ‘고무공업’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고무를 전공한 이현오 교수가 가르쳤는데, 졸업할 즈음이 되자 교수가 그를 불러 말하였다.

“1회부터 5회까지 내가 가르친 자네 선배들이 우리나라 고무 산업 분야에 두루 가 있다. 이렇게 선

배들이 고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 군은 고무 관련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회사지만, 그쪽에 가서 고무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고무 관련 산업을 맡아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함께 일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갈 의향이 없느냐?”

‘한국의 고무 산업 발전과 그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라는 교수님의 꿈을 알게 된 그는 그냥 이불 보

따리 하나 싸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때가 1965년 1월이었다.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밤 집에서 자고 있던 그는 ‘공장이 날아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기별을 받았다. 개방용기(open vessel, 開放容器)에 불을 때서 300℃까지 올려 장화용 도료인 속

칭 ‘고무용 에나멜’을 만드는 공장의 천장이 전부 날아간 것이다. 불 때는 젊은 친구가 밤에 혼자 

작업하다가 깜빡 잠들어 과열되면서 화재가 났고, 그로 인한 폭발로 천장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백제갑 사장이 다가왔다.

“이 자식들, 졸았구나!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시 지으면 돼!”

이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백제갑 사장(당시)은 “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정신을 줄곧 실천해 보였다. 이것이 그가 동성화학에서 수많은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신사업 추진

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

● 1939년 9월 25일생

● 학력 : 청주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

● 경력 : 동성화학 부사장

 아성정밀화학 대표이사

 대지금속 회장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강사

 한국고무학회 부산·경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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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 노력은 백제갑 사장의 무한한 신뢰를 얻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로써 

동성화학은 부산을 1970~1980년대 신발 왕국으로 만든 주역이 되었다. 1994년 백제갑 회장이 세

상을 떠나면서 그도 동성화학을 떠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별은 오히려 백제갑 회장(당시)과의 신의

를 지키려는 그의 결단이었던 것 같다.

“제가 동성화학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져서 제가 

밥도 못 먹고 빌빌하고 신통치 않으면 사장님도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이름

으로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매우 당돌한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1983년 탄생한 회사가 아성정밀화학이다. 물론 명

의는 최병권이었다. 설립 목적은 ‘동성화학의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동성화학과 

아성정밀화학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오퍼를 받아 원료를 수입하는 방식으로의 사업을 진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성화학을 떠나며 “동성화학에서 개발하고 손댔던 업종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였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지혜와 신의 또한 그가 고무용 도료, 운동화용 접착제, 합성피혁 코팅제, 신발창용 발포 우

레탄, 제지용 접착제, 최초의 국산 골프공 ‘팬텀’ 등 수많은 기술집약형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

론 동성하이켐의 전신인 호성석유화학의 설립 등 21개 신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튼실한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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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용 화약 산업

화약류는 일반적으로 연소성 물질과 산소가 함

께 공존하여 외부 산소 없이 자기 연소하는 불안

정 상태의 물질로 외부의 여러 자극에 의해 폭연

(爆煙) 및 폭굉(爆轟)을 일으킨다. 이러한 특성

을 지닌 화약류는 인류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흑색화약과 같이 약 

300∼400m/sec로 폭연하는 물질로부터 다이너마

이트처럼 약 5,000∼7,000m/sec로 폭굉하는 물질

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화약류는 17세기경 지하자원 개발이 활발해지면

서부터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18세

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철광석, 석탄, 석

유 등의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하자원을 인류의 손에 넣어준 것이 

화약류이다. 화약류는 이후 더 많은 분야에서 사

용되었다. 화약류의 사용은 고속도로, 철도, 지하

철, 항만, 주택 등과 같은 건설 분야의 발전을 이

루었다. 인간은 이를 기반으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보다 나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 1377년 최무선(崔茂宣)으로

부터 시작되는 우수한 흑색화약 기술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을 겪으면

서 오랜 기간 화약기술이 단절되는 불운을 겪었

다. 김종희(金鍾喜)는 1952년 한국화약(현 한화)

을 창업하고, 1958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다이

너마이트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1867

년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스웨덴에 비하면 약 

100년이 뒤처진 것이었다. 하지만 끈질긴 연구와 

개발 끝에 선진 기술을 따라잡아 현재 한국의 화

약 분야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달해 있다. 이렇

듯 국내 산업 발전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한 한국 

화약기술의 발전과정을 세계 화약사에 비추어 살

펴보기로 한다.

1.1.1 산업용 화약 산업화

가. 화약과 폭약

화약은 4세기 경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이후 16세

기까지 불꽃놀이나 전쟁용으로만 사용되던 화약

은 1627년 카스파 바인들(Kaspar Weindl)이 헝가

리의 싷니츠(Schemnitz) 광산에 적용하면서 산업

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약 240년 

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철광석, 석탄, 석유 등 

지하자원의 수요가 늘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화

약류가 필요해졌다. 이때 출현한 것이 1867년 알

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의 ‘다이너마이

트(dynamite)’였다. 최초의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

글리세린(NG - nitroglycerine)을 규조토(硅藻土)

에 흡수시킨 가소성 폭약이었다. 이것을 다이너

마이트라고 명명했는데 다이너마이트란 이름은 

힘을 뜻하는 그리스어 ‘디나미스(dynamis)’에서 유

래했다고 한다. 이어 젤라틴 다이너마이트(gelatin 

dynamite), 부동(不凍) 및 난동(難凍) 다이너마이

트, 초안폭약 등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다이너마

이트는 약 90년간 발파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

여 왔다.

1955년 미국의 아크레(R.L.Akre)가 NG 없는 새로

운 폭약인 ANFO (Ammonium Nitrate Fuel Oil)

를 발명하면서 산업용 폭약은 전환기를 맞았다. 

ANFO는 비료로 쓰이는 AN (Ammonium N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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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켰던 사례에서 AN의 강

한 폭발성에 착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AN과 경유

가 95대 5의 비율로 섞여 제조되었다. ANFO는 

비록 폭발속도가 느리고 내수성이 없고 부스터

(booster)도 필요했지만, 만들기 쉽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56년 미국의 쿡(Melvin A. 

Cook)이 발명한 수중유적형 함수폭약으로 해

결되었다. 수중유적형 함수폭약은 AN, TNT 

(Trinitrotoluene) 및 물을 기본 조성으로 하며, 

IRECO형 수중유적형 함수폭약 또는 슬러리폭약

이라고도 한다. 전자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으나, 

CO, NO2와 같은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가

격이 매우 비싼 단점이 있었다. 1967년 미국 듀폰

사는 MMAN (Monomethylamine Nitrate) 등의 유

기질산염을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폭약을 발명

했는데, 이것을 듀폰형 수중유적형 함수폭약 또

는 워터젤폭약이라고 하였다. 듀폰사는 TNT를 

MMAN 등의 유기질산염으로 대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또한 미소중공구체(微小中

空球體)를 투입하여 6호뇌관 기폭성을 갖도록 한 

Tovex를 개발하였다. Tovex는 1976년부터 다이너

마이트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

이너마이트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게다가 

겨울철에 동결되면 폭발하지 않는 등 새로운 문

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는 미국 아틀라스사의 블룸(H. F. Bluhm)

은 유중수적형 함수폭약을 발명했다. 산화제수용

액을 기름이 싸고 있고, 에멀전의 입도를 마이크

로 단위로 미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중수

적형 함수폭약은 내한성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마이크로 단위의 혼화(混化)가 이루어짐으로써 유

중수적형 함수폭약은 분자화약류에 가까운 성능

을 발휘하게 되었다. 1977년 아틀라스사의 웨이드

(Charles G. Wade)는 3M사의 고품질 GMB (Glass 

Microbubbles)의 물리적 예감제를 도입하여 유중수

적형 함수폭약을 6호뇌관 기폭성으로 발전시켰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사용될 만큼 에멀전폭약 

예감화(銳感化) 기술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원가 절감을 위해 화학적 발포(Chemical 

gassing) 방법 등의 예감화 기술도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에멀전폭약은 산업용 폭약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폭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는 세계적으로 대부분 카트리지(cartridge)와 벌크

(bulk)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도 세계 곳

곳에서는 각 제조 회사들이 원가, 성능,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계속 연구에 몰

두하고 있다.

나. 기폭시스템

17세기경 발파용 흑색화약을 점화시킬 목적으로 

속이 빈 밀짚, 갈대, 식물 줄기 등의 내부에 흑색

화약을 채운 퓨즈(Fuse)가 사용되었다. 불안전했

던 이 시스템은 빈번하게 폭발사고를 일으켜 수많

은 사상자를 냈다. 1831년 윌리엄 빅포드(Willam 

Bickfor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화선

을 개발하였다. 실제로 빅포드의 도화선은 90% 

이상의 사고를 감소시켜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1863년 다이너마이트를 안전하게 기폭시

키는 뇌관 점화 시스템으로 사용하면서 도화선은 

더욱 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공업 뇌관은 다이너마이트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기폭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1863년 노벨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금속 관체에 기폭약(起爆藥)인 뇌홍

(雷汞)을 넣어 압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뇌홍뇌

관이라고 불렸고 도화선으로 점화되었다. 1900년

에는 뵐러(Wöhler)가 첨장약(添裝藥)을 추가한 혼

성(混成)뇌관을 개발하였다. 이후에도 LA (Lead 

Azide), DDNP (Diazodinitrophenol) 등의 기폭약

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기폭약과 첨장약을 사용

한 혼성뇌관들이 개발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는 주로 기폭약으로 LA와 LS (Lead Styphnate)를 

혼합해서 사용되었고, 일본에서는 DDNP 폭분

(DDNP와 KClO3의 50:50 혼합물)이 사용되었다.

1875년에는 스미스와 가드너(Smith & Gardiner)가 

원격으로 발파할 수 있는 저전압 열선뇌관을 개

발함으로써 발파가 더욱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917년 독일에서는 대량생산할 수 

있는 옥식(玉式) 점화장치가 개발되었고 이를 이

용한 전기뇌관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1970년

대 중반에는 일본에서 컵식(Cup式) 점화장치를 

이용한 전기뇌관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기뇌관을 사용함에 따라 정전기, 누설

전류, 낙뢰, 무선전파 등에 의한 폭발사고들이 발

생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기 기폭 시스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폭

선(導爆線)을 시작으로 NONEL, Hercudet 등의 

비전기 기폭 시스템들이 출현했다. 1919년 듀폰에

서는 ‘코도(Cordeau)’라고 하는 도폭선을, 1936년에

는 엔사인-빅포드가 섬유를 사용한 10g/m의 도

폭선을, 그리고 1962년에는 저심약(lower coreload) 

도폭선을 개발하면서 도폭선을 이용한 다양한 기

폭 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1.5g/m의 소음을 감소시킨 저심약 도폭선은 뇌

관을 붙여 사용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발파하

는 방법을 Primadet 기폭법이라고 했다. 1968년에

는 스웨덴 NNAB사의 페르손(Perrson) 박사가 시

그널 튜브(또는 쇼크 튜브)를 개발하면서 이것을 

뇌관에 연결한 NONEL 뇌관이 개발되었으며, 이

것을 이용한 기폭법을 NONEL 기폭법이라고 했

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NONEL 기폭법이나 Primadet 기폭법과 함께 혼

용되고 있다.

1970년대 말에는 초정밀 지연초시를 갖는 전자뇌

관이 개발되면서 발파의 효율과 소음진동이 더욱 

개선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전자뇌관 기술은 미 

해군의 미국특허(US4136617, 1979. 1. 30.)로 시작

되었으며 초기 형태는 초시가 공장에서 ‘프로그

램 된 전자뇌관’이었다. 이는 ‘프로그램 가능한 전

자뇌관’ 그리고 양방향 통신의 전자뇌관으로 발전

했으며 산업용 뇌관 중에서 초시정밀성, 기폭신

뢰성, 전류안전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

다. 가격은 고가이지만 발파진동 감소, 채석률 증

가, 파쇄도 향상 등 효과가 다양함에 따라 그 사

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2 화약 산업 기술도입

이 시기 우리나라에는 산업용 화약류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가장 기초적 기술수준의 제품인 도

화선·공업뇌관, 전기뇌관, 초안폭약, 다이너마이

트 그리고 최초로 NG 없는 폭약인 ANFO가 도

입되었다. 이는 기반기술이 전무했던 시기에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모방해서 만

들어냈던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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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최초의 폭약

(1) 초안폭약(硝安爆藥)

1952년 김종희는 한국화약을 설립하였다. 한국화

약은 1955년 12월 24일 초안폭약 공장을 포함한 1

단계 복구공사를 마쳤다. 이후 동양화약에서 근

무하던 초안폭약(硝安爆藥) 기술자들을 초빙하

여 약 3개월간의 개발 시험을 거친 끝에 1956년 

4월, 국내 최초의 산업용 폭약인 초안폭약의 국

산화에 성공하였다. 이 폭약은 ‘세이프티마이트

(Safetymite)’라고 명명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료인 

질산암모늄은 일본에서 수입했고, 예감제인 TNT

는 군용 포탄 중에서 불발탄이나 폐탄을 분해해

서 취득하였다.

(2) 다이너마이트

초안폭약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화강암과 같은 

강한 암석 발파에 쓰기에는 위력이 턱없이 부족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이 강한 화강

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다이너마이

트가 필요하였다. 다이너마이트 제조의 성공여부

는 니트로글리세린(이하 NG) 합성기술의 확보 여

부에 달려 있었는데, 외국에서 NG를 합성하다가 

폭발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

이었다. 조선유지 인천공장(현 한화 인천공장)의 

NG 합성시설은 해방 후 약 10년간 방치되어 폐

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지만, 조선유지 인천공장건

설 당시의 설계도를 입수한 김종희는 복구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과거 조선유지 인천공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1> 1965년경의 초안폭약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3> 1960년대 다이너마이트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2> 1960년대 초안폭약 제조공실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4> 1960년대 다이너마이트 제조공실

인천공장의 설계도를 찾아서 일본으로

6·25전쟁 이후 정부는 인천화약공장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으나 적절한 방법이 없어 실행에 옮기

지 못하고 있었다.

1955년 김종희는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장의 복구 계획을 제출해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인천 간석동의 초

안폭약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김종희는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인천공장 복구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인천공장을 

복구하려면 공장 건설 당시의 설계도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이 철수한 지 1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 공장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를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무작정 일본으로 향한 김종희는 인천화약공장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계도를 탐문했고, 인천공장 

설계도면이 도쿄대학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쿄대학을 찾아간 김종희는 운좋게도 학교 정문에서 

친분이 있었던 수위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수위장은 일본 패망 후에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가면서 일본으로 안전

하게 귀국시켜 주었던 사람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김종희는 무사히 설계도를 입수하여 귀국할 수 있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합성 성공

1957년 5월 29일 오전 11시 정각, 한화 인천공장에 우리나라 최초로 니트로글리세린 합성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적

색 깃발이 제방 위에 게양되었다. 초화공실 밖에는 만약의 폭발사고에 대비해 앰뷸런스 1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공

실 안에서는 고액의 월급을 주고 고용한 3명(각각 23만 환, 15만 환, 10만 환, 이때 사장의 월급이 5만 환이었음)의 

작업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초화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초화에 걸리는 시간은 약 50분, 초화작업이 끝나면 제방

에 꽂힌 깃발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작업시간이 지났는데도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다. 종료 예정시간이 1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기다리던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를 귀를 막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초화작업이 실패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인 오

후 1시 30분 드디어 초화공실 제방 위의 붉은 깃발이 내려가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손에 땀을 쥐고 귀를 막으면서 

깃발만 바라보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과 함께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냈다! 해냈어!” 위험

을 무릅쓴 연구자들의 도전정신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이너마이트 생산 가능성이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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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했던 NG 합성 기술자 3명

을 수소문 끝에 채용하고, 약 6개월간 준비한 끝

에 1957년 5월 29일 국내 최초로 NG 합성에 성공

하였다. 1958년 3월에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개

발 실험에 착수하였고, 6월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7월에는 시험발파를 하였다. 시험발파 결과 생산

된 시제품은 7월에 시험발파가 이루어져 일본산 

‘Shinkiri’ 다이너마이트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1959년 1월부터는 젤라틴 다이너

마이트의 상업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산 다

이너마이트 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3) 초안유제폭약(ANFO)

NG가 없는 새로운 폭약인 ANFO (ANFO - 

Ammonium Nitrate Fuel Oil)는 1955년 미국의 아

크레가 발명한 지 불과 9년 만에 우리나라에 도입

되었다. 1964년 허진(이후 대한중석광업 기술부

장)은 국내 최초로 ANFO를 제조했고, 상공부가 

주최한 공개 시험발파 행사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ANFO는 1966년 6월부터 한화에서 생산되기 시

작했다. 처음에는 프릴, 분상 및 GranuleAN의 3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다가 1979년부터는 프릴 

AN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ANFO는 

작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체혼화

기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나. 최초의 기폭시스템

(1) 도화선과 공업뇌관

1955년 12월 24일 1단계 복구공사가 완료된 도화

선과 뇌관 공장에는 비교적 숙련공이 많아 생산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1956년 4월 한화는 초

안폭약과 함께 도화선과 공업뇌관의 국산화에도 

성공함으로써 폭약과 뇌관을 함께 생산할 수 있

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관건은 주요 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도화선용 흑색화약은 일본에

서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공업뇌관용 뇌홍

은 자체 합성할 수밖에 없었다. 뇌홍은 기폭약으

로서 마찰 및 충격 감도가 아주 예민하여 제조하

기가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 1945년 11월 30일 

인천공장의 복구와 화약 생산의 검토를 위해 조

선산업건설협회 위원들이 시설 견학차 방문했다

가 1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폭발사고

의 원인도 뇌홍 때문이었다. 다만 6호뇌관 1발에

는 뇌홍 1g 정도만 사용하므로 NG처럼 대량으로 

합성할 필요는 없었으며, 작은 도자기 반응조 내

에서 큰 어려움 없이 합성할 수 있었다.

도화선은 공업뇌관과는 달리 생산 초기 품질관리

에 문제가 많아 속연(速燃), 연소 중단 등의 문제

로 인한 클레임이 많았던 제품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원료 개선, 공정 개선 및 감지 장치의 개발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해결되었지만, 이후에도 가장 

오랫동안 품질 문제를 일으켰던 제품이다.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5> 1960년대의 ANFO

1966년의 ANFO 1967년 이후의 ANFO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6> 1970년대 공업뇌관

출처 : 민병관, 2009, 한국의 화약 역사, 아이워크북

<그림 1-7> 도화선 제조 기계와 제품 구조도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8> 도화선 제품

심사(3가닥)

심약(도화선용 분상흑색화약)

1차 피복(황마사)

2차 피복(면사)

방수제(아스팔트)

지테프
(紙)

3차 피복(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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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뇌관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도화선+공업뇌관의 국내 

생산으로 발파작업의 기본 구색은 갖추어졌다. 

그러나 도화선+공업뇌관 발파는 사고 위험이 높

고, 발파공 간의 시차가 일정하지 않아 발파효율

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0년대에 이미 전기뇌관

을 상용화하고 있었다. 한화는 1959년 전기뇌관

을 도입했다. 전기 점화장치로는 ICI 타입의 옥식 

점화장치를 모방했으며, 비교적 만들기 쉽고 품

질관리도 용이한 순발 전기뇌관과 도화선식 DS 

단발 전기뇌관을 우선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1.3 화약 산업 기술체화 

: 도화선에서 전기뇌관으로

이 시기는 초안폭약, 다이너마이트 및 초유폭약

이 성장하고, 수중유적형 함수폭약이 출현했다. 

또한 전기뇌관이 성장함에 따라 도화선+공업뇌

관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제품기술이 축적되었

고, 선진국의 신기술이 서서히 도입되었다.

가. 폭약

(1) 초안폭약의 성장과 쇠퇴

한화가 NG 합성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예감제

로 TNT를 사용하던 초안폭약은 NG를 사용하

는 폭약으로 변경되었고, 1958년 6월부터는 대한

석탄공사에서도 국산 채탄용 폭약을 사용하기 시

작하였다. 또한 한화는 1959년 다이너마이트를 비

롯한 국내 폭약 수요의 약 98%를 공급하게 되었

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생산 기계화와 자동

화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초안폭약은 1981년 채탄용 함수폭약의 국산화

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세

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이너마

이트 계열의 폭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

전폭약인 함수폭약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초안

폭약은 1999년 7월에는 수중유적형 함수폭약인 

KOVEXⓇ300으로 완전히 대체됨으로써 생산이 

종료되었다.

(2) 다이너마이트의 성장과 쇠퇴

한화는 1958년 7월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주관

한 시흥의 구리광산에서의 다이너마이트 시험 발

파에 성공했다. 이어 1959년 약 2,000톤/년의 상

업생산을 시작하면서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본

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961년에는 미8군에도 납

품하고, 1969년에는 베트남에 수출할 정도로 그 

품질이 안정단계에 이르렀다. 1963년에는 NG에 

Ng (Nitroglycol)을 첨가하여 내한성이 –20℃인 

부동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했고, 1968년부터는 Ng

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Ng와 NC (nitrocellulose)

의 교화 촉진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Oily DNT, Oily DNX 등의 여러 물질들을 개발

했다. 특히 1976년에는 20%의 Ng로도 젤라틴 다

이너마이트의 약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화제 기

술을 개발했다.

1976년부터는 Ng 20% 및 30%의 젤라틴 다이너마

이트로 이원화된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1979년에

는 스무스 블라스팅용 폭약인 정밀폭약 FINEXⓇ

를 개발해서 시험발파에 성공하였고, 이어 1981년

부터는 FINEXⓇ 1호 및 2호의 제품을 출시하였다. 

FINEXⓇ 개발 기술은 한화에 의해 대한민국특허 

100013717(1983. 1. 31.)로 등록되었다.

기계화와 자동화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

히 1981년과 1984년에는 연속식 Ng 자동 초화 시

스템이 도입되어 1.5톤/hr의 Ng 생산능력을 갖추

게 되었다. 1984년에 자동혼화기인 TELLEX, 자

동포장기인 ROLLEX가 도입됨으로써 다이너마이

트 전체 라인은 하루 최대 180톤 규모의 생산 체

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 에멀전폭약이 양산되면서 다

이너마이트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

히 2004년에는 다이너마이트와 성능이 유사한 

MegaMEXⓇ가 개발되면서 다이너마이트 생산량

뇌홍공실의 폭발

1945년 11월 30일 해방된 지 3개월여가 지났을 때 인천 화약공장의 복구와 화약 생산을 검토하기 위해 조선산업

건설협회 부위원장과 위원 등이 시설 견학차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 자치위원회의 간단한 현황 설명이 끝난 후 자

치위원회 간부들은 위원들에게 공장시설을 안내했다. 주요 공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뇌홍화성공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협회 부위원장의 발밑에서 번쩍하는 불꽃이 튀면서 뇌홍화성공실 전체가 날아가 버렸다. 뇌홍화성공실 바

닥에는 뇌홍 폭분이 깔리게 마련이어서 폭분의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는 항상 바닥이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놓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뇌홍화성공실의 작업이 중단된 지 100여 일이 지나 콘크리트 바닥은 건조할 

대로 건조해진 상태였다. 쇠징이 박힌 일본 군화를 신은 협회 부위원장이 뇌홍화성공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걷는 

사이에 말라붙은 뇌홍 폭분이 폭발함으로써 일순간에 11명의 생명이 날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화약계의 앞날

을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사고였는데, 기폭약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9> 1960∼1970년대 전기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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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급격히 감소했다. 2005년 다이너마이트 생산

은 종료되었고, 필요한 소량의 다이너마이트는 중

국 칭양(QingYang)사에 기술이전하여 OEM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3) 초안유제폭약(ANFO)의 성장

1966년 22.5kg Bag ANFO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12년 만에 한화는 석회석 광산에 ANFO를 벌크

로 대량 공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었다. 1978년 

묵호지점을 시작으로 제천지점에서도 ANFO 생

산시설과 사이트 믹싱(Site Mixing) 설비인 ANFO 

트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벌크 ANFO 충전 시

에는 최대 25kV의 정전기가 발생되는데, 1986년

에 한화는 이를 6kV 이하로 감소시키는 대전방지

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기뇌관의 발화사고 위

험성을 개선하고 작업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수중유적형 함수폭약의 출현과 쇠퇴

1979년 한화는 신개념의 함수폭약인 IRECO형 

슬러리폭약 국산화에 성공했고, 1981년 채탄용 

슬러리폭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년 후 

듀폰사로부터 슬러리폭약보다 우수한 듀폰형 워

터젤폭약이 도입되면서 IRECO형 슬러리폭약의 

생산은 중단되었다.

워터젤폭약은 KOVEXⓇ100, 300, 700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3종류가 출시되었다. KOVEXⓇ는 다

이너마이트를 대체할 만큼 위력도 강하지 않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얼어서 기폭이 잘 되지 않는 문

제가 있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하였다.

1999년 KOVEXⓇ300이 탄광용 초안폭약을 대

체했으나, 이것도 2002년 탄광용 에멀전폭약인 

NewVEXⓇ로 대체되었다. KOVEXⓇ은 생산이 시

작된 지 18년 만인 2002년 5월 국내에서 사라졌다.

나. 기폭시스템

(1) 도화선·공업뇌관의 성장과 쇠퇴

1956년 도화선과 공업뇌관을 처음 생산했을 때 

연간 생산량은 각각 1,100km, 100만 개에 불과

했던 것이 1985년에는 3만 6,335km, 2,525만 개

로 크게 늘어났다. 1972년에는 흑색화약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도화선 함약기

도 50대 이상을 보유하여 최대로 늘어났다. 그 당

시 도화선의 가장 큰 품질 문제인 속연과 연소중

단 현상도 원료·공정·설비 개선과 풀 프루프(Fool 

proof)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했다. 또한 약 30

년간 쌓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좋

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뇌홍뇌관으로 시작했던 공업뇌관은 1960년에는 

뇌홍+테트릴구조의 혼성뇌관으로 개선되었다. 이

어 1963년 DDNP (Diazodinitrophenol)의 합성기술

이 개발됨에 따라 친환경의 DDNP 폭분+테트릴 

혼성뇌관으로 개선되었다. 1982년에는 PETN의 

합성에 성공하면서 첨장약을 테트릴에서 PETN

으로 교체한 혼성뇌관으로 정착되었다. 이 시기에

는 연간 생산량이 거의 2,200만 개를 돌파하며 품

질도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DDNP 폭분은 마찰감

도가 150gf 정도로 너무 예민하고 위험하여 폭발

사고를 주기적으로 일으켰다. 이에 대비하여 폭발

사고가 있더라도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정 및 설비 개선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원격 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증가하

던 도화선과 공업뇌관의 소비량은 서울올림픽게

임이 있었던 1988년부터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

하였다. 소비량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1987년에 비

해 1993년에는 1/7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시장이 원격 및 정밀 시차 발파를 할 수 있는 전

기뇌관으로 옮겨가는 추세 때문이었다. 선진국에

는 이미 전기뇌관이 널리 보급되었고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결국 1998년 12월 도화

선·공업뇌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 전기뇌관의 성장

발파의 수요가 채탄 발파에서 토목건설 분야로 

서서히 옮겨가면서 도화선+공업뇌관보다는 좀 

더 정밀한 전기뇌관이 요구되었다. 1977년에 순

발, DS 및 MS 전기뇌관이 모두 생산되면서부터 

전기뇌관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2년에

는 공업뇌관과 거의 동일한 규모인 연간 약 2,200

만 개의 생산량에 도달하게 되었다. 1959년 옥식 

점화장치로 시작한 전기뇌관은 1981년에 생산성

과 내정전성 향상을 위해 H컵식 점화장치로 개선

되었다. 초기에는 불폭 문제가 발생했으나, 7년간

의 시행착오 끝에 1988년 완전한 품질의 H컵점화

장치를 사용한 전기뇌관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전

기뇌관의 내정전성도 2000pF, 8kV로 향상되었다. 

1989년부터는 전기뇌관이 공업뇌관의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연간 약 2,000만 개 이상 생산

되었고, 이것은 1993년 KoDETOⓇ라는 상품명으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10> ANFO 벌크 트럭과 장전 작업 모습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11> 슬러리폭약과 워터젤폭약

슬러리폭약 워터젤폭약 KOV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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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다. 1992년에는 그동안 안정화된 전기

뇌관 기술과 고도화된 점화장치 기술을 이용하

여 1ms 이내에 기폭되어야 하는 지질탐사용 뇌관

이 개발되었다. 1993년에는 파키스탄에 공업뇌관

과 도화선, 순발 전기뇌관 등을 생산하는 화공품 

플랜트를 수출했다.

1.1.4 화약 산업 기술 선진화 : 비전기뇌관 국산화

이 시기에는 도화선·공업뇌관, 초안폭약이 완전

히 사라지고 둔감한 함수폭약이 출현하면서 8호 

전기뇌관과 새로운 기폭시스템인 비전기뇌관이 

출현했다. 또한 다이너마이트의 생산량이 감소되

면서 유중수적형 함수폭약인 에멀전폭약이 등장

하고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한

화 외에 스웨덴의 Dyno Nobel사로부터 기술을 라

이센싱(licencing)한 고려Nobel화약이 출범했다.

가. 폭약

(1) 발전하는 ANFO

내수성과 위력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ANFO

는 값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석회석 광산의 발파 

작업과 골프장 건설현장에서의 암반 발파 작업 

등에 꾸준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요량에 맞추

어 한화는 1985년 연속혼합설비를 도입하고 1999

년 전 라인의 자동화를 이루어 Bag ANFO 100

톤/일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1990년대 후

반에는 무취, 고열량의 연료와 3-layer 기밀 포장

재가 개발됨에 따라 ANFO의 고질적인 문제였

던 위력 저하, 흡습, 냄새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었

고, ANFO의 성능은 더욱 향상되었다. 폭발 속도

는 2,500m/sec에서 3,000m/sec로 향상되었고, 6개

월 장기저장성도 확보되었다. 이 기술은 각각 대

한민국 실용신안 200306081(2003. 2. 19.)과 특허 

100473594(2005. 2. 17.)로 등록되었다.

(2) 유중수적형 함수폭약의 등장

1987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함수폭약인 유중수

적형 에멀전폭약이 개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특

허 100023069(1987. 3. 19.)로 등록되어 있다. 1993

년에는 닛폰유지(日本油脂)로부터 제조설비를 도

입하여 이 특허 조성을 제품화한 NewMITEⓇ를 

출시하였다. 폭발속도가 5,700m/sec, 탄동구포가 

120%로, KOVEXⓇ보다는 위력뿐 아니라 내한성

도 향상되었다. 1999년에는 위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Al 분말이 함유된 NewMITEⓇ플러스Ⅱ가 개

발되었지만, 탄동구포가 135%로 여전히 다이너마

이트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나. 기폭시스템

(1) 8호 전기뇌관 HiDETOⓇ의 등장

1996년 한화는 HiDETOⓇ라고 하는 8호 전기뇌

관을 출시했다. 1984년 워터젤폭약인 KOVEXⓇ, 

1993년 에멀전폭약인 NewMITEⓇ 등 둔감한 함

수폭약류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기폭시키기에는 

6호 뇌관의 위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

라 위력을 향상시킨 8호 뇌관이 필요하게 된 것

이다. 위력뿐만 아니라 내충격성과 초시정밀성

도 향상시켰는데, 낙추 감도가 100cm로 6호 뇌관 

KoDETOⓇ의 40cm보다도 둔감해졌고, 초시정밀

성도 Cpk(공정능력지수)가 평균 0.5 수준에서 평

균 1.0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HiDETOⓇ는 금속관 내에 지연제와 기폭약

을 장약(裝藥)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특허 

200136360(1998. 11. 12.)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실용신안 200116185(1998. 1. 7.)로 등록

된 V컵 점화장치가 개발되어 12kV의 내정전성도 

갖추게 되었다. 빈번한 사고 유발 물질로 골치를 

앓았던 기폭약인 침상 DDNP도 구상 DDNP로 

둔감화에 성공하면서 제조 안전성이 향상되었는

데, 이 기술은 대한민국특허 100200429(1999. 3. 

10.)로 등록되었다. 이 기술은 150gf의 마찰감도를 

1∼2kgf로 둔감하게 만듦으로써 제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아노

다이징(anodizing) 관체를 사용하여 외관이 더욱 

미려하고 식별성이 뛰어나도록 개선했으며, 이 기

술 역시 대한민국특허 200164053(1999. 10. 5.)으

로 등록되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던 전기뇌관

도 1993년 비전기뇌관의 출현으로 1996년부터 서

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12> KoDETOⓇ 6호 전기뇌관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13> 1990년대 초기의 에멀전폭약 NewMITEⓇ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14> 8호 전기뇌관 HiDETOⓇ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1장
일반화합물 산업

098 099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2) 비전기뇌관 HiNELⓇ의 등장

1993년 비전기뇌관의 핵심부품인 시그널 튜브

(signal tube)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한화는 

비전기뇌관의 개발에 성공하여 1995년 11월 KT 

마크를 획득하였다. 걸림턱이 있는 금속관 기술

을 적용하여 한화는 이 기술을 대한민국 특허

200123389(1998. 5. 25.)로 등록했다. 또한 비전기

뇌관 발파에 필요한 커넥터, 클립, 번치커넥터, 

MS 커넥터도 개발하여 각각 100116934(1997. 6. 

23.), 200116187(1998. 1. 7.), 200126994(1998. 7. 

14.), 200105430(1997. 5. 20.)으로 대한민국 특허 

및 실용신안에 등록했다. 비전기뇌관 제조기술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도입을 하고 싶어도 그

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별로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만

큼 회사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술

이었다. 국내에서는 한화가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그동안은 미국의 오스틴 

파우더사로부터 시그널 튜브를 구매하여 사용하

기도 하였다. 시그널 튜브 제조 시 화약을 골고루 

코팅하기 위해서는 화약의 흐름성이 좋아야 하는

데 이것을 위해서는 구형(球形)의 HMX가 필요하

였다. 그러나 수입된 HMX는 침상으로 흐름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것을 구형으로 재결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화는 이 기술을 적용하여 

1994년 HiNEL을 출시하였다. 이로써 시그널 튜

브의 원료화약인 HMX (Octogen)의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었고, 1997년 관련 기술이 모두 안정화되

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 100340215(2002. 

5. 28.)로 등록되었다. 또한 사용 오류의 방지를 

위해 커넥터도 재개발하여 대한민국 실용신안 

200138984(1998. 12. 9.)로 등록했다.

1.1.5 글로벌 경쟁력

이 시기에는 비전기뇌관과 에멀전폭약의 품질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국제적인 원가 경쟁력

을 갖추게 되었다. 비전기식 뇌관은 시그널 튜브

의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기폭신뢰성과 초시정밀

성을 갖추었다. 또한 탄광용 폭약, 정밀폭약, 다이

너마이트, 미진동화약도 에멀전계 폭약으로 대체

되며 벌크 에멀전폭약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술

력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한화가 

제품 및 플랜트를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으로 진

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 세계 수준의 에멀전폭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멀전의 유혼화 시스템

에 대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에멀전폭약의 장기저

장 안정성 유지 기술이 확보되었다. NewMITEⓇ

PlusⅠ,Ⅱ를 중심으로 에멀전폭약의 사용이 활발

해짐에 따라 기타 폭약들도 에멀전폭약류로의 전

환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각광받고 있

는 벌크 에멀전폭약도 내수성이 필요한 곳에서 

ANFO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다.

(1) 탄광용 에멀전폭약 NewVEXⓇ의 개발

한국 탄광용 폭약의 역사는 1962년 탄광용 초안

폭약으로 시작된다. 1999년 NG 없는 수중유적

형 함수폭약인 KOVEXⓇ300으로 전환되기도 했

으나 동절기의 불폭 문제 등 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2002년 한화 연구진들이 불꽃 저감 기

술과 내충격성 향상 기술을 접목시킨 탄광용 에

멀전폭약을 개발하면서 동절기의 불폭 문제가 해

결되었다. 약경이 28mm인 NewVEXⓇ는 정부의 

400g 검정폭약 시험을 통과했고 대한민국 특허 

100514585(2005. 9. 6.)로 등록되었다. 특히 탄광

구상 DDNP의 개발로 이제 폭발사고는 끝

1994는 7월 어느 날 구상 DDNP 개발 담당자가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분석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합성에 성공한 

구상 DDNP를 현미경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현미경에 세팅을 하고 눈으로 구상 DDNP를 확인하는 순간 그

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수년간 도전을 반복한 끝에 안전한 기폭약인 구상 DDNP

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뇌관의 기폭약으로 침상 DDNP와 염소산칼륨을 50:50으

로 섞은 DDNP 폭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DDNP 폭분은 마찰 감도가 150gf 정도로 너무 예민해서 1년에 한두 

번은 폭발사고를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주범이었다. 이에 반해 개발에 성공한 구상 DDNP는 마찰 감도가 

2,000gf로 DDNP 폭분에 비해 상당히 안전한 기폭약이었다. 구상 DDNP를 적용하기 바로 전인 1994년 12월에도 

DDNP 폭분 제조공실에서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구상 DDNP를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부와 품질관리부에서는 DDNP 폭

분을 구상 DDNP로 조속히 교체하기 위해서 실험을 서둘렀다. 그러나 교체 작업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순히 교체해서는 반폭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뇌관의 구조가 HiDETOⓇ로 개발되고 있었던 때라 HiDETO에 

DDNP를 적용해 보기로 하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한 결과 성공하였다. 이 결과는 즉시 상부로 보고되었고, 1996년 

6월 드디어 구상 DDNP가 사용된 HiDETOⓇ가 성공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뇌관제조공장에서 폭

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출처 : 한화기념관, 2011, 사진으로 다시 보는 한화 인천공장 50년

<그림 1-15> 비전기뇌관 HiNELⓇ

출처 : 한화 제품카탈로그, www.hanwhacorp.co.kr

<그림 1-16> 탄광용 에멀전폭약 NewV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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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혹한 발파조건인 좁은 공간격에서도 인접공

의 폭발 영향에 사압(死壓)되지 않는 내충격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이 내충격성 향상기술은 대한

민국특허 100552911(2006. 2. 9.)로 등록되었다. 설

계 및 제조기술은 2014년 베트남에 수출되어 탄

광용 에멀전폭약은 베트남에서도 생산되고 있다.

(2) 정밀폭약 NewFINEXⓇ의 개발

그동안 터널 등의 스무스 블라스팅 발파용으로 

사용하던 NG계 조성의 정밀폭약도 에멀전 조성

으로 개발되었다. 스무스 블라스팅 발파용 폭약도 

공간격이 40∼50cm로 매우 가혹한 조건을 이겨내

야 하고 제품의 약경이 17mm로 기폭 감도가 좋아

야 했다. 2002년 한화는 내충격 및 기폭 감도 향

상 기술을 접목한 에멀전계 조성의 정밀폭약을 개

발하였고, 이를 대한민국특허 100576183(2006. 4 

.26.)으로 등록했다. 또한 정밀폭약 2개 이상 연결 

시 이탈로 인한 불폭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체결 방식을 걸림턱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

는 대한민국 실용신안 200245825(2001. 8. 28.)와 

대한민국 특허 100473597(2005. 2. 17.)로 등록했다.

(3) 벌크 에멀전폭약 HiMEXⓇ의 개발

제천, 동해 등지에서 사용되는 벌크 ANFO의 가

장 큰 문제점은 낮은 위력과 내수성이었다. 특

히 장공일 경우에는 공저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

가 많아 물을 빼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파 후에 

공저가 미발파되어 나중에 2차적으로 토우 발파

(toe blasting)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

한 문제는 2002년 벌크 에멀전폭약인 HiMEXⓇ

의 개발로 해결되었다. 핵심은 물리적 예감제를 

넣기 전의 벌크 에멀전이 비폭발성을 가져 화약류

가 아닌 위험물이 되도록 개발하는 것이었다. 일

반적으로 기존의 에멀전폭약류는 예감화시키기 

전의 에멀전이 모두 폭발성을 나타내어 화약류

로 취급된다. 이 기술은 물의 함량과 에멀전 미셀

(micelle)의 크기를 조정하는 개발 과정과 정부기

관의 시험을 통해서 화약류가 아닌 위험물로 판

정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특허 100576180(2006. 4. 

26.)으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 미국의 트레이드스타(Tradestar)로부터 

사이트 믹싱 설비를 도입했다. 에멀전과 ANFO

의 비율을 7:3으로 하여 위력을 최대화시키고 펌

프로 운송할 수 있는 조성으로 선정·운용되며, 

HiMEXⓇ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었다. 이후 물량

이 증가함에 따라 값싸게 제조할 수 있도록 국산

화되었다.

(4) 고성능 에멀전폭약 MegaMEXⓇ의 개발

에멀전폭약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

장 어려웠던 점은 다이너마이트를 대체할 수 있

는 위력을 갖추는 문제였다. 에멀전폭약에는 불

활성인 물이 1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거

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축적

된 한화의 에멀전폭약과 관련한 산화제, 연료, 예

감제, 유화제의 모든 기술들이 총집합되어 무수

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다이너마이트와 

유사하면서도 위력이 가장 센 MegaMEXⓇ가 개

발되었다. 이로써 다이너마이트 시대는 완전히 막

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2005년 우리나라 근대 화약 산업의 발상지

라고 할 수 있는 한화의 인천공장이 충북 보은

으로 이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었던 문제가 완전

히 해결되었다. 보은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폐

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공장은 이전

출처 : 한화 제품카탈로그, www.hanwhacorp.co.kr

<그림 1-17> 에멀전 정밀폭약 NewFINEXⓇ

출처 : 한화 제품카탈로그, www.hanwhacorp.co.kr

<그림 1-18> 벌크 에멀전폭약 HiMEXⓇ 운용 트럭

세계에서 가장 위력이 센 에멀전폭약

2004년 1월 추운 겨울 어느 날 터널 공사장 입구에서 한화 개발팀장을 비롯한 개발팀원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발

파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와 성능이 유사

한 고성능 에멀전폭약인 MegaMEXⓇ를 시험발파하는 날이었다.

“발파!”

외침소리와 함께 발파 스위치가 눌러지고 약 10초간 ‘꽈∼꽝∼’ 소리가 울려 퍼졌다. 30분이 지난 후, 개발팀원들은 

화약류관리기사와 함께 발파 결과를 보기위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굴진장을 확인한 화약류관리기사가 외친다.

“다이너마이트와 별 차이 없어요!”

그 순간 개발팀원들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모두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력이 센 

MegaMEXⓇ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 후 수차례의 시험발파가 이루어졌는데 항상 그 위력이 다이너마이트

와 같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동안 다이너마이트 생산시설의 보은사업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기

제로 하는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는 원료를 합성할 때 다량의 폐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MegaMEXⓇ는 질산암모늄, 왁스 등 7가지 원료를 섞어 만들기 때문에 폐수가 없다. 즉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다이

너마이트 생산시설을 청정지역인 보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담이 많았던 것인데 MegaMEXⓇ 개발로 이 문

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다.

이후에 2004년 6월에 인천공장에서 MegaMEXⓇ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보은사업장으로 이전되어 

계속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1장
일반화합물 산업

102 103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MegaMEXⓇ를 개

발하는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 100449162(2004. 

9. 7.)로 등록되었다. 그 후 2011년에는 친환경의 

MegaMEXⓇ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대한민국 특허 

101060523(2011. 8. 24.)으로 등록되었다.

(5) 미진동폭약 LoVEXⓇ의 개발

1977년부터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에서

도 발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진동화약

인 FINECKERⓇ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위력이 약

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다. 

2012년 한화는 원가와 위력 문제를 모두 해결한 

미진동 에멀전폭약인 LoVEXⓇ를 개발하여 미진

동화약 대체에 성공했다. 이 폭약은 에너지를 최

소화시키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 제품과 관련된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 

101272390(2013. 5. 31.)으로 등록되었다. 현재는 

주로 전자뇌관과 함께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세계 수준의 기폭시스템

(1) 비전기뇌관

1997년 HMX의 구상화(球狀化) 기술개발과 적용

으로 시그널 튜브와 비전기뇌관의 품질이 안정단

계에 이른 후 한화에서는 2001년 고강도 시그널 

튜브의 개발에 도전했다. 수지의 연구와 플라스틱

의 강도 향상 연구를 통해서 2001년에는 1단계로 

내마모성과 내유성을 갖는 30kgf의 2-layer 시그널 

튜브가, 2014년에는 50kgf의 3-layer 시그널튜브

가 개발되었다. 이는 공압출 기술의 도입으로 실

현되었으며 세계적 품질 수준에 이르렀다. 공압출 

3-layer 시그널 튜브는 현재 가장 우수한 형태의 

제품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제조 

회사로 공급되고 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 

100604263(2006. 7. 18.)으로 등록되었다.

뇌관 부분에서도 많은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초시정밀성 부분에 있어서는 Cpk를 기존

의 평균 1.0에서 평균 1.33 이상으로 확립시킴으

로써 발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버래핑 현

상을 해결했다. 2014년에는 표면뇌관인 표면지연

뇌관(TLD - Trunkline delay detonator)의 기폭 시 

발생하는 컷오프에 의한 불발현상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시그널 튜브만을 기폭시킬 수 있

는 최저 위력의 TLD가 개발되었다. 이 최저 위력

의 TLD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것으로 국내 시장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기

폭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파편에 의한 컷오프를 

줄이기 위해 TLD 커넥터도 재개발되었으며, 대

한민국 실용신안 200456558(2011. 11. 1.)로 등록

되었다.

(2) 전자뇌관 시스템

2010년을 전후해서 고속철도터널, 도심지의 터파

기 등의 발파 작업 시 소음·진동의 문제가 제기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

시정밀성이 우수한 전자뇌관이 도입되었다. Orica

사 등으로부터 수입된 전자뇌관은 많은 시험 발

파를 통해 소음 진동 저감에 우수한 효과가 있

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화는 2012년부터 전자

뇌관 개발에 착수하여 2014년 한화 고유 모델의 

전자뇌관을 완성했다.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적

출처 : 한화 제품카탈로그, www.hanwhacorp.co.kr

<그림 1-19> MegaMEXⓇ

출처 : 한화 제품카탈로그, www.hanwhacorp.co.kr

<그림 1-20> LoVEXⓇ

출처 : 한화 제품카탈로그, www.hanwhacorp.co.kr

<그림 1-21> HiNELⓇ Plus

출처 : 한화 제품카탈로그, www.hanwhacorp.co.kr

<그림 1-22> 전자뇌관 HiTRONICⓇ 시스템

Tester Blaster Logger 전자뇌관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1장
일반화합물 산업

104 105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용하여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뇌관을 개발했

으며 2015년 HiTRONICⓇ이라는 전자뇌관 시

스템을 출시했다. 이 전자뇌관 시스템은 전자뇌

관, 스캐너, 테스터 및 발파기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에는 노천에만 사용하다가 내충격성을 강

화시킨 후, 2015년 말부터는 터널에서도 사용되

고 있다. 초시정밀성이 0.001%로 매우 정밀하고, 

0.1ms의 단차로 발파가 가능하며 최대 초시는 2

만 5,000ms이다. 관련 기술들은 대한민국 특허 

101016538(2011. 2. 14.), 101336424(2013. 11. 27.), 

101293801(2013. 7. 31.), 101424215(2014. 7. 22.) 등

으로 등록되었다. 향후 무선 발파 시스템, 발파 

시스템의 소형화, ASIC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지

만, 기폭신뢰성, 전류안전성, 초시정밀성 측면에

서는 거의 완성 수준에 도달했다.

다. 세계 시장으로 진출

산업용 화약류는 19세기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공업뇌관과 함께 시작되었다. 약 1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폭약과 기폭시스템의 조합이라는 근본 시

스템은 변하지 않았으나 이를 수행하는 제품들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폭약으로는 에멀

전폭약과 ANFO, 뇌관으로는 비전기뇌관과 전자

뇌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약 6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으로 

산업용 화약류 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강력한 품질기술과 원가 경쟁

력을 바탕으로 제품 및 플랜트 수출에 많은 성과

들을 거두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점

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고정적으로 

한화 브랜드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곳은 일본, 

인도네시아 및 호주이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호주

에서는 한화가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화가 건설한 플랜트가 파키스탄과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산업용 화약류의 세계적 추세인 

제조에서 사용까지의 토털 솔루션 제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조뿐만 아니라 발파 사업으로

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국내와 

인도네시아, 호주, 남미 등에서도 현재 추진 중이

며 세계 시장으로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1.2 불소화학 산업

1.2.1 개요

가. 불소화학의 역사

불소의 원료인 형석(CaF - fluorite, fluospar)은 

1886년 프랑스 화학자 무아상(H. Moissan)이 불소

를 처음 분리하기 훨씬 이전인 16세기 초부터 야

금의 융제(融剤)로 사용되어 왔다. 1529년 아그리

콜라(G. Agricola)는 형석을 � uores 또는 � asse라고 

불렀으며, 불소(� uorine)라는 이름은 광석의 용융

을 돕고 흐르기 쉽게 한다는 뜻의 라틴어 � uo(흐

름), ‘흐르는 원소’를 의미한다. 1771년 셸레(K. W. 

Scheele)는 형석에 황산을 반응시켜 증류한 산을 

불산(fluBsaure)이라 이름 지었고, 19세기에 게이 

뤼삭(J. L. Gay-Lussac)은 순수한 불산을 얻었다.

1810년 데이비(J. Davy)는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산’ 즉, 염산(HCl)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같은 해 

앙페르(A. M. Ampére)는 ‘불산’을 불소화수소산

(HF)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2년 후인 1812년 불

소(le � uore)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 많은 화학

자들이 HF를 분해하여 원소 불소를 얻으려고 70

년 넘게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불소의 반응성

이 너무 높아, 사용한 실험 기기가 손상되었기 때

문이다. 1880년대에 무아상은 KF 및 HF의 혼합

물이 낮은 온도에서도 액상으로 존재하며 전기가 

통하는 것을 발견하고 백금 용기에서 전기 분해

로 양극에 발생하는 불소를 잡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근대 화학사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이렇

게 해결하였다.

그러나 1930년경까지도 불소화학은 그리 진보

하지 못하였다. 무기 불소화합물인 형석과 석영

이 야금 공업과 규산염 산업에 사용되는 정도였

다. 한편, 유기 불소화학 분야에서는 스와르츠(F. 

Swarts)가 할로겐 교환법을 이용하여 유기 염소

화합물로부터 유기 불소화합물을 합성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갔다. 특히 불화 안티몬을 촉매로 사

용하여 지방족 폴리클로로 화합물을 폴리 플루

오르 화합물로 바꾸는 스와르츠 반응은 나중에 

프레온가스(fluorocarbon 화합물)를 낳았다. 이것

은 현재의 유기 불소화학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1).

1930년은 불소화합물 역사에서 신기원이 된 해

이다.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미즐리

(� omas Midgley Jr.)가 그 해 4월 미국 화학협회 

연례회에서 ‘새로운 냉매용 유기 불소화합물, 디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Freon-12)’을 발

표하였다. 무해·무독하며 불연성인 이 불소화합

물은 새로운 냉매로 즉시 산업화되었다. 1930년 

8월에 듀폰(DuPont)과 GM이 합작하여 Kinetic 

Chemicals, Inc.를 설립하였고, 1931년에 Freon-12

와 Freon-11(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CFC-11)

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냉매로서 클로로플루

오카본(CFC) 개발 연구는 1933년에 CClF2CClF2 

(CFC-114)를, 1934년에는 CCl2FCClF2 (CFC-113)

를, 그리고 1936년에는 CHClF2 (HCFC-22)를 각

각 공업화하였다.

또한 1938년 플렁킷(R. J. Plunkett)은 CHClF2를 

열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TFE)이 상온에서 중합하여 하얀 분말(고분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연히 발견된 이 

고분자, 테플론(상품명 Teflon)은 내화학약품성, 

내열성 등에서 뛰어난 성질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

한 공업적 제법 특허는 1941년에 채택되었다. 곧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용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듀폰은 1943년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였다.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수

지는 그 후,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였고 오늘날 많

은 나라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1) 石川延男 외, 1978, フッ素の化合物 - よの化學と應用, 講談社サィェンテ 

 ィフィ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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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 제조 계획은 불소

화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원자폭탄 제조

에 사용되는 원소인 235U을 높은 순도도 생산하

기 위하여 우라늄을 모두 휘발성 UF6로 바꾸고 

그 가스 중에 포함되는 235UF6을 분리하였다. UF6

의 제조를 위하여 다량의 HF와 불소가스가 필요

하였는데, 이들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재질이 문

제가 되었다. 특히 가스 확산을 위한 격막과 가스

를 압축하는 압축기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열교환 및 도장용 액체 등이 모두 내식성이 뛰어

난 것이어야 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불소계 고분자와 불화탄

소류가 개발되었고 여기에 참여하였던 미국, 영국 

및 소련이 이 분야의 선도국이 되었다. 또한 몇 

가지 퍼플루오르 카본 제조법이 개발되었고, 윤

활유 등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나. 불소화합물의 대량생산

불소화합물은 냉매,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

는 Fluorocarbons (CFC, HCFC, HFC 등), HF, 

Aluminum fluoride와 반도체가스(NF3, WF6 등) 

등의 특수가스를 포함하는 Inorganics, PTFE 등의 

Fluoropolymers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970년대 생산되는 불소화합물의 90% 이상이 

CFC-11, CFC-12, HCFC-22 등의 Fluorocarbons

이었고, 이는 냉매, 발포제, 분사제 등으로 다양

하게 쓰였으며, 생산량이 1970년에 61만 8,000톤, 

1976년에 83만 5,000톤에 이르렀다.

PTFE 개발 이후 다양한 Fluoropolymers가 개

발되었다. 듀폰의 Teflon, 3M의 Kel-F, 펜월트

(Penwalt)의 Kynar 등의 플라스틱과 듀폰의 Viton, 

Montedison의 Tecno� on, 3M의 Fluororubber 등의 

엘라스토머(elastomer)가 대표적인 불소계고분자

들이다. 또한 불소계 계면활성제, 불소계 농약을 

비롯하여 의학 및 약학적인 활용도 시도되었다.

2011년 세계 불소화합물의 시장규모는 289만 톤 

정도였고 2016년 시장규모는 350만 톤, 금액으로 

197억 달러로 추정된다. 2016년 연 3.9%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Fluorocarbons이 50% 이상

(냉매용으로 40% 이상)이고 중국을 포함하는 아

시아 시장이 불소화학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2). 주요 제조사는 듀폰(DuPont), 아케

마(Arkema), 3M, 솔베이(Solvay), 다이킨(Daikin), 

허니웰(Honeywell), 아사히글라스(Asahi Glass), 

Donyue 등이다.

제조사마다 다른 제품명(Freon, Flon, Korfron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불화탄소화합물(CFC, 

HCFC, HFC 등)은 다음과 같이 명명되었다. 냉

매를 의미하는 R-, 혹은 CFC (Chloro Fluoro 

Carbon)-, HCFC (Hydro CFC)-, HFC (Hydro 

Fluoro Carbon)-에 탄소, 수소, 불소의 개수를 다

음과 같이 붙인다. 또한 이성체를 구분하기 위하

여 a, b, c를 덧붙이며 불포화화합물(올레핀류) 및 

단위화합물의 구조에 따라 달리 명명하여 이로부

터 쉽게 구조식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소화

제로 사용되는 Halon은 탄소, 불소, 염소, 브롬의 

수를 붙여 분자식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우리나라의 불소화합물 생산

우리나라는 1969년 울산 한국알루미늄에서 빙정

석(Cryolite, Na3AlF6)을 생산하기 위하여 처음 불

산을 사용하였다. 이후 한국비철금속에서 55% 

불산을 비정기적으로 생산하다가 1977년 말에 

KIST의 기술을 이전받은 울산화학(현 후성)에서 

본격적으로 불산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재미과학자 박달조 박사의 지도아래 KIST에서 불

소화합물 제조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로부

터 개발된 기술이 산업계에 이전되어 울산화학에 

연산 2,000톤의 CFC-12 제조공장과 700톤의 무

수불화수소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제조기술로 울산화학과 

한주케미컬이 불산(HF), 무수불화수소(AHF), 

CFC-11·12·113, Halon-1301, 1211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점차 국내 기업체가 자체 기술을 개

발하고 이를 상업화하였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

업에서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가스인 NF3, WF6, 

C4F6와 이차전지 전해질, LiPF6 등이 국내 기술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라. 새로운 이슈 

: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및 불소화합물

1974년 몰리나(M. Molina)와 로울랜드(S. Rowland)

는 CFC, Halon과 같은 할로겐을 포함한 탄화수

소화합물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1986년 미국 과학자 솔로몬(S. 

Solomon)은 이에 포함된 염소와 브롬이 그 원인임

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가 채택되어 CFC, Halon의 생산과 소비가 규제되

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의정서에 가입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물질(CFC

류 및 Halon류)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게 되었

다. 선진국의 여러 기업들은 CFC의 우수한 성

능을 가지면서도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

인 HCFC (Hydro Chloro Fluoro Carbon)와 HFC 

(Hydro Fluoro Carbon)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CFC 제조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울산화학

에서 HCFC-22, 141b, 142b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에 KIST 내에 CFC

대체기술센터(1997 CFC대체연구센터로 변경)가 

설립되었고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에서 출연

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HFC-134a를 

비롯한 대체물질들의 제조방법에 대한 선진국 기

업들의 특허 장벽에 대처하고 국내 기술개발을 유

도하기 위해서였다. HCFC류의 생산은 국내 기술

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HFC류 제조기술도 

확립되고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HFC류 

또한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 대비 1,000배 이상

인 지구온난화 물질이다.

CFC 및 HCFC가 HFC로 급속히 대체되고 저개

2) Freedoniagroup, 2016, World Fluorochemicals - Industry Study  
 with Forecast for 2016 & 2021, Study#2869, April 2012 – brochure, 
 www.freedoniagroup.com 

 ‘Fluorochemicals Market Size & Share, Industry Report’, 2024  
 : Fluorochemicals Market Analysis by Product by Application and  
 Segmemt Forecasts to 2024, Market Research Report 2016 -  
 Free sample
 정밀화학산업진흥회, 2016 , OZONE NEWS no.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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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국가에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난화 물질 

대량생산과 배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들 화합물 또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키갈리 몬트리올 의

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HFC 생산과 소비의 단계

적 감축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허니웰, 듀

폰 등의 기업들은 HFC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대체물질 연구를 2000년 이전 시작하여 2013년에 

HFO-1234yf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성

능이 우수하고 오존층 파괴능이 없고 온난화지수

가 매우 낮은 이러한 대체물질의 제조에 관한 특

허와 아울러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특허까지 확보

하여 세계 시장을 독점하려 시도하고 있다.

1.2.2 제조기술 국내 개발 : KIST, 한국화학연구원

가. 기술개발의 시동과 개발 지원

1970년대 초 박달조 박사의 지도와 안영옥 박사

팀에 의하여 시작된 불소화합물 연구는 부존자

원(형석)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화학공정 개발 

및 설계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 

당시 CFC 제조기술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과 

KIST 내의 인적자원, 국내 기업체의 과감한 국산

화 시도를 통하여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는 유일하게 불소화학 제품인 CFC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3월 정부(당시 과학기술처)에

서 지원한 연구비로 월산 5톤 규모의 염화불화탄

소(CFC) F-12 시험 공장이 준공되었다. 이로부터 

개발된 CFC-12 제조기술과 불산 정제 연구(책임

자 이윤용 박사)의 결과는 K-TAC (KIST 내 기술

이전 담당 센터)에 의하여 울산화학에 이전되어 

연산 2,000톤의 CFC-12와 연산 700톤의 무수불

화수소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들어 KIST의 공정개발연구팀(박건유, 

권영수)은 울산화학과 협력하여 연산 2,000톤의 

HCFC-22 생산, 연산 1만 5,000톤의 CFC-11·12 

병산, 연산 3만 3,000톤의 형석 건조, 연산 5,000

톤의 무수불화수소 생산 공정 기술을 잇달아 확

립하게 되었다. 또한 KIST의 이윤용 박사팀은 한

주케미컬과 소화제로 사용되는 Halon-1301의 제

조기술을 확립하고 공업화를 완성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0년에 KIST 내에 설립된 ‘CFC대체기술센터’를 

중심으로 CFC 대체물질 개발연구에 착수하게 되

었다. CFC대체기술센터는 과학기술처의 연구비

와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출연금을 지원받

아 대체물질 개발 및 활용 연구를 2006년까지 주

관하여 수행하였다. 그 후에는 ‘대체물질 활용기

술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내 기업체를 중심

으로 현재 6단계(2016~2020)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나.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과 출연사업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

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은 산업통

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가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일부를 연구

비로 출연하여 국내 불소화합물 개발, 특히 CFC 

대체물질 개발에 기여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2단계로 수행된 출연사

업의 연구내역은 <표 1-1>과 같다. 2단계까지

의 연구는 CFC 대체물질인 불소화합물 제조기

술 개발연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산

업계에 이전되어 HCFC-22, HCFC-141b·142b, 

HFC-32 공장 건설 및 생산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술적인 성과로서 국외 특허 32건을 포함하여 

특허 99건을 취득하였고, SCI 논문 54건을 포함

하여 11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2003년까지의 생산 

유발 효과는 5,190억 원으로 연구비 투입액의 28.8

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 그러나 개

발된 많은 대체물질이 국내 개발에 앞서 선진국

에서 상업생산이 시작되었다. 특히 HFC-134a

의 경우, 국내 기술이 완성되고 파일럿 테스트까

지 마쳤으나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상

용화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단계 사업에서

는 ‘대체물질 이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대체

냉각 시스템, 대체소화 시스템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후 4단계(2006. 6.~2011. 5.)

와 5단계(2011. 10.~2016. 9.)에서 ‘특정물질 대체 

실용화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 

시작된 6단계에서 ‘Low-GWP 대체물질 개발 및 

실용화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KIST의 불소화학 관련 연구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70년 불소화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연구비 7,000만 원은 다

른 연구사업비의 10배 이상이었고 연구가 진행되

는 동안 대통령이 직접 파일럿 플랜트 건설 현장

을 방문하고 격려하였다. 불소화합물(CFC)의 국

내 생산은 물론 화학공정 개발과 공업화에 이르

출처 : KIST 보유자료3)

<그림 1-23> 월산 5톤 불화탄소 F-12 시험 공장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2, KIST 25년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8, KIST 30년사 : 창조적 원천기술에의 도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KIST 40년사 : 1966~2006
4) 기초기술연구회, 2005, 소관연구기관 성과분석 및 경제사회적 기여전략  

 연구, 기초기술연구회

구분 사업기간 내용 대상 화합물

1단계 1990~1996
● HCFC, HFC 등 기존 대체물질의 개발에 중점

● HCFC-141b, 142b 제조공정 기술 등 5개 기술 개발

HCFC-22, HCFC-141b, 142b

HFC-134a, HFC-152a

HCFC-123, HFC-125, HFC-32

2단계 1996~2000
● CF3I 등 차세대 대체물질 개발에 중점

● CF3I 제조공정 개발 등 8개 기술 개발

불화알칸, 불화에테르, RC-318 HFC-143a, 

요오드화합물 혼합냉매, CFC 분해기술 

출처 : 기초기술연구회, 2005, 소관연구기관 성과분석 및 경제사회적 기여전략 연구

<표 1-1> CFC 대체물질 개발 연구(1·2단계) 출연 사업의 연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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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과정, 특히 기본 설계 패키지 작성 등 엔

지니어링 연구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KIST연구팀(공정개발팀)은 중소기업체와의 공동

연구 역사상 최장에 해당하는 30여 년간 울산화

학(현 후성)과 불소화합물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

고, 이를 공업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

동안의 연구 경험에서 얻은 역량은 불소화학 제

품 개발을 비롯한 다른 연구사업에 활용되어 많

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개발자인 권영수 박

사는 HF 생산용 고점성 고액반응기(Kneader)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 설계 및 국내 제작에 성공

하였다. 다만 국내에서 특수 내식용, 내마모성 재

료를 구할 수 없어 스위스 Buss사로부터 HF 생산

용 Buss Kneader(반응기)만 구입하여 1989년 울산

화학의 HF 생산에 적용하였다. CFC대체기술(연

구)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수행한 HFC-134a 

제조공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 박건유, 권영수)

는 실험실 단계의 촉매 개발 연구로부터 시작하

여 벤치 스케일(Bench scale) 및 파일럿 플랜트 설

계·건설·운전을 완료하고 연산 1만 톤 규모의 상

용 공장 기본 설계까지 완성하였다.

1970년대 초기 불소화합물 제조기술 개발 과정

에서는 불산 취급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여러 건

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들

은 기술습득과 함께 부상도 당하였다. 반응촉매 

개발은 물론 장치 설계와 선정, 특히 불산에 적

합한 재질의 선정 등은 당시로서는 난제였기 때

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HF에 내식성이 우

수한 모넬(Monel)이나 니켈 강,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347 등이 필요하였으나 구하기가 

어려웠고, 최소량을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도 고가여서 연구비 집행에 큰 압박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기술 축적은 후일 국내 불

소화합물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90년에 시작한 HFC-134a 제조공정 개발 연구

에서는 촉매 개발을 위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해

야 하였다. Cr, Mg계 불균일 촉매를 제조하는 과

정에서 불산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거치는 문제 

이외에도 이를 파일럿 테스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대규모 제조가 필요하였다. 국내외 특허를 획

득한 불소계 Cr, Mg계 촉매는 최근 개발되고 있

는 불소화합물(HFO-1234yf : HFC-134a 대체물

질) 제조에도 응용되었다. 파일럿 플랜트를 운전

하는 동안 계속되는 철야 운전에 운전 요원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때로는 불산 유출에 의하

여 파일럿 연구동 전체의 유리를 교체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 등을 통

하여 지금도 다루기 어려운 불산(HF)의 회수·증

류·처리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다. 또한 불산을 전

기 분해하여 불소를 제조하는 특허기술도 획득하

였다.

울산화학과 공동 수행한 KIST의 연구는 1999

년 무수염화수소 회수공장, HFC-23 회수공장, 

2004년 LiPF6 제조공장, 2005년 PFC-116, 218 제

조공장, 2007년 C4F6 제조공장 건설 등 다수의 

상용화로 결실을 맺었다. 불소화학 관련 KIST 

연구개발의 주요 연구 성과는 <표 1-2>와 같다. 

KIST의 불소화학 제품 연구개발은 제품의 국산

화는 물론 화학공정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러한 연구 성과로 1993년 올해의 과학자상(박건

유), 1994년 제1회 한국공학상(권영수), 1996년 

3·1문화상(박건유)을 비롯하여 2010년 한국공학

한림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기술에 선정되

었다.

라. 국내 불소화학 제품 제조기술 개발

불소화학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산 혹은 

불소를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용이하지 

않아 대학 및 일반기업에서 개발에 착수하기 쉽

지 않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소화학 제품 전문

기업인 후성 이외에 효성에서 NF3를, SK머티리얼

즈에서 NF3와 WF6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

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는 중소기업인 니카코리아와 협력하여 과불소화

알킬알콜 제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산업화하였다.

출처 : KIST 보유자료5)

<그림 1-24> KIST의 HFC-134a 파일럿 플랜트

5,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2, KIST 25년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8, KIST 30년사 : 창조적 원천기술에의 도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KIST 40년사 : 1966~2006 

생산제품 - 공장 공업화 기업 제품용도 생산개시일 생산규모(MT/Y)

CFC-12 제조공장 울산화학 냉매 1977 2,000

불산(HF) 제조공장 울산화학 불소화학 1977, 1985 700/3,300

Halon-1301 제조공장 한주케미칼 소화제 1981 500

HCFC-22 병산·제조공장 울산화학 냉매 1983 2,000/7,500

CFC-11·12 제조공장 울산화학 냉매 1987 10,000

불산(AHF) 신공정·증설 울산화학 불소화학 1989, 1992 5,000/10,000

HCFC-141·142b 제조공장 울산화학 발포제 1996 12,000

무수염화수소 회수시설 울산화학 정밀화학 1999 650kg/D

HFC-23 회수시설 울산화학 정밀화학 1999 400kg/D

SF6 제조공장 울산화학 변압기절연제 2000 600

RC-318 제조공장 대영화학 냉매 2004 mini-pilot

NF3 제조공장 효성 반도체에칭 2004 150

FC-116·218 제조공장 울산화학 반도체공정 2004 40/60kg/H

FEC 제조공장 울산화학 전해액 2005, 2010 17/100

HFC-32 제조공장 울산화학 냉매 2006 20MT/D

HFC-125·134a 제조공장 한국신화 냉매/발포제 2006 Pilot

C4F6 제조공장 울산화학 반도체에칭 2007~ 23~

LiPF6 제조공장 건설·증설 후성 전해액 2004~2011 100~2,000

출처 : KIST 보유자료6)

<표 1-2> KIST 불소화학 연구 인력의 기술이전 및 공업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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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화학연구원의 불소화학 제품 제조기술 개발

1990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 계면재료화학공정연

구센터에서는 이수복 박사, 박인준 박사를 중심

으로 불소계 계면기능재료 연구가 수행되었고, 10

여 건의 산업화 실적을 달성하였다. 불소계 계면

기능재료는 표면 및 계면특성이 탁월할 뿐만 아

니라 내열성 등이 우수하여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필

요로 하는 핵심재료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과불

소화알킬알콜 제조공정은 미국 듀폰, 일본 다이

킨 등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성과이다. 한국화

학연구원은 PFPE (Per� uropolyether)계 지문방지제 

코팅액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물질특허를 등

록하였고, 개발한 PFPE 불소계 윤활유는 윤활유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제조기술과 

개발 결과 및 산업화 실적은 <표 1-3>과 같다.

(2) 후성의 불소화학 제품 제조기술 개발

후성(전 울산화학)은 불소화합물의 기초 원료인 

불산을 제조하기 위한 형석 건조, 고점성 고액반

응기술, 무수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화탄소(CFC, HCFC, HFC) 제조기술

을 확보하고 공업화해 왔다. 후성은 KIST와의 공

동 연구 및 상용화 기술개발 이외에도 다양한 불

소화합물의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공업

화하고 상업생산을 하고 있다. 후성의 경영진과 

연구팀, KIST 연구팀은 HCFC-22, HCFC-141b, 

HFC-32, LiPF6, C4F6 등의 제조기술 개발과 스케

일업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공업화 과정에서

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후성의 불소화학 제품 

관련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표 1-4>와 같다.

(3) 반도체 산업용 불소화학 제품 제조기술 개발

SK머티리얼즈와 효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

정에서 사용되는 불소계 특수가스(NF3와 WF6)의 

제조방법을 자체 개발하였다. NF3 제조방법으로

는 불소 제조설비를(HF를 전기 분해) 가진 경우 

불소와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제조하는 직접반응

법(F2+NH3 → NF3)을 사용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암모니아와 무수불화수소를 

반응시켜 불화암모늄을 만들고 이것을 전기 분해

하여 NF3를 제조하는 전기화학적 방법(ECF법 : 

개발년도/지원처 연구과제/책임자 개발 결과 용도/산업화 기업

1990~1992
/과학기술처

불소 발수발유제 

합성기술/이수복

불소계 아크릴레이트 단량체 및 

불소계 발수발유제 제조공정 개발

섬유제품 코팅제

/한국정밀화학(현 니카코리아)

1998~2001
/과학기술부 

- 핵심엔지니어링

과불소화알킬알콜 제조공정 

개발 연구/이수복

6개 단위 제조공정 개발

(TFE 제조공정, Telogen & 

Telomer 공정 등)

불소계 발수발유제 기본원료

/니카코리아

1998~2001
/과학기술부 

- 핵심엔지니어링

불소계 단량체 TFE와 HFP 

제조공정/이수복

PTFE를 700~800℃에서 

열분해하여 TFE와 HFP 혼합물을 

제조, 고순도 정제

불소계 고분자 및 

불소계 윤활유 원료

/니카코리아

1998~1999
/산업자원부

비크롬 저온경화형 불소수지도료 

기술 개발/이수복

바인더 개발 및 PTFE 불소수지 및 

Carbon Black을 함유하는 조성물

불소수지도료 Primer
/대영케미칼

2006~2007
/한국화학연구원

불소계 지문 방지제 

개발 연구/이수복
PFPE계 지문방지제 코팅액 

지문방지제/일본 日華化學에 

기술 이전

2005~2012
/과학기술부 

–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불소계 윤활유 

제조기술 개발/박인준

PFPE계 불소계 

윤활유(Perfluoropoly-ether 

lubricant) 개발

최고 성능의 윤활유

/니카코리아

2013~2016
/산업자원부 

- 산업 융합 원천기술

에너지 소자를 위한 태양전지용 

불소계 소재 개발/박인준

VDF (Vinylidene fluoride) 단량체 

제조공정과 PVDF 제조공정 개발

니카코리아, 

애경화학 2019년 산업화 계획

2009~2014
/산업자원부 

- 소재 원천기술

태양전지 백시트용 

PVDF 코팅액 개발/이수복

바인더와 PVDF 및 TiO2를 

함유하는 새로운 PVDF 코팅액 

개발

태양전지 모듈의 백시트 코팅제

/세창화학

출처 :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krict.re.kr

<표 1-3> 한국화학연구원 계면재료화학공정연구센터 연구개발 성과

개발년도 개발내용 주 개발자 개발성과

1987 K-11 안정제 선정 연구 나두찬 K-11에 적용

1988 42% HBF4 제조 연구 나두찬 상용생산

1988~1993 HCFC-141·142b 제조 연구 나두찬 특허 취득 2건 및 공장 준공

1993~1994 HFC-32 제조 연구 지해석, 최익조
국내외 특허 취득 및

2001년 9월 상용 공장 건설

1997~2003 LiPF6 제조 연구 우병원
2003년 상용 공장 건설 

증설 및 중국공장 건설

2000~2004 NH3, NF3 제조 연구 장향자 2004년 상용 공장 건설

2003~2004 C2F6, C3F8 제조 연구 조욱제
2004년 상용 공장 건설

2006년 증설

2004~2005 FEC 제조 연구 우병원 2005년 상용 공장 건설

2004~2007 C4F6 제조 연구 조욱제 2007년 상용 공장 건설·증설

2007~2008 WF6 제조 연구 장향자 2009년 상용 공장 건설

2009~2010 LiF 제조 연구 우병원 2010년 상용 공장 건설

2009~2010 LiBF4 제조 연구 우병원 2014년 상용 공장 건설

2011 CHF3, CH2F2 반도체가스 연구개발 조욱제 2012년 상용화

출처 : 후성기술연구소, http://www.foosungchem.com

<표 1-4> 후성의 불소화학 연구개발 성과

출처 :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krict.re.kr

<그림 1-25> 니카코리아의 과불소화알킬알콜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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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 Chemical Fluorination)이 있다. SK머티리얼

즈와 효성은 각각 제조방법 개발 과정에서 반응

조건의 최적화는 물론 노하우와 특허를 확보하고 

공업화에 성공하였다.

SK머티리얼즈는 2001년 3월에 연산 300톤 규모의 

NF3 상업생산 공장을 건설한 이래 현재 국내 제

일의 생산규모(총 8,200톤)를 가지고 있으며 2012

년에는 중국에 연산 1,000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

하였다. 이러한 실적으로 2004년 제14회 중소기

업대상 대통령표창, 2007년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효성은 2001년 안양연구소 불소연구팀에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2005년 11월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팀을 구성하였으며, 2007년 7월에 연산 300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완공하였다. 2011년 4월에

는 생산증대를 통하여 연산 1,000톤의 생산설비

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공정상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로 20여 건의 특

허를 취득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신공법에 의

한 생산설비를 성공적으로 완공하였다. 이후 반

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기 상승에 따라 2016년 

2월 NF3 생산설비를 증설하였고, 2017년 9월 생

산라인 추가 증설에 착수하였다. 또한, 중국의 시

장 확대에 발맞춰 2017년 1월말 연산 1,300톤 규

모의 생산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효성의 NF3 

생산규모 연 5,000톤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섰다.

WF6 제조하는 방법 또한 텅스텐과 불소를 반응

시키는 방법(W+3F2 → WF6)과 다른 불소화합물

을 텅스텐과 반응시켜 제조하는 방법들이 있다. 

SK머티리얼즈는 독자적인 WF6를 제조하는 방법

을 개발하고 상업생산을 하고 있다. 2004년에 연

산 250톤 규모의 상용 생산설비를 완공하였으며, 

2016년 연산 300톤 증설에 이어 2017년 연산 600

톤 규모의 추가 증설이 완료되어 글로벌 생산능

력 1위가 되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는 초고순도와 균일한 품질이 요구되며 

생산과정에서의 고급 정제기술과 안전기술이 필

요하다. SK머티리얼즈는 자체 기술의 개발 및 양

산화와 더불어 품질관리 측면에서 기술개발을 지

속하고 있다.

1.2.3 기업 성장 

: 후성, SK머티리얼즈, 효성 Neochem PU, 

니카코리아

우리나라의 불소화학 산업은 냉매로 사용되는 유

기불소화합물인 CFC-12와 불산 생산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연구비 지

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울산화

학의 의지 및 투자로 국산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

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따라 

이에 필요한 특수가스(NF3, WF6)와 이차전지 소

재 불소화합물이 국내 기술로 생산되었다. 한국

화학연구원은 니카코리아와 협력하여 불소계 계

면기능재료 등을 개발하여 국산화하였다.

가. 후성

후성은 불소화학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던 울

산화학을 2007년 통합하고, 유기불소화합물, 불

소계 특수가스, 이차전지 전해질을 제조하는 화

학·환경 전문기업이다. 불산 및 유기불소화합물

(CFC)의 국내 생산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불소화

학 산업의 산실이 되었으며 이 공로로 1986년 과

학기술처 장관상, 1987년 상공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다. 1980년대 플랜트 제작 등 공업화 과정과 

시운전 과정에서 울산화학의 건설 및 기술·생산

직 요원들은 국산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다. 특히 울산화학의 남

경희 사장과 지해석 전무는 경영자로서뿐만 아니

라 화학공학을 전공한 기술자로서 공장 건설에 

기여하였으며, 남경희 사장은 불소화학 제품 국

산화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화학공학회에서 기술

상을 수상하였다. 후성의 주요 불소화학 제품 생

산공장 건설 연혁과 규모는 <표 1-5>와 같다.

주생산품이었던 CFC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89. 1.)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

고 HCFC 생산도 규제되어 후성의 생산량도 감소

되었으나 국내 HCFC-22 수요의 70% 이상을 생

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고부가가

치 불소화학 제품인 이차전지 소재(LiPF6, LiBF4, 

LiPO2F2), 반도체용 무기불화물(AHF, C4F6, WF6 

등)과 같은 고부가 불소화합물 생산에 주력하

고 있다. 후성은 2015년 LiPF6, C4F6, WF6 판매로 

46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며 중국에 공장을 

건설 및 증설하고 있다.

연도 생산설비

1983. 6. KORFRON-12, 22 공장 준공, KORFRON-22 공장으로 변경

1985. 6. 불산(55%) 공장 준공

1987. 10., 1990. 12. KORFRON-11, 12 공장 준공·증설

1989. 9., 1994. 6. 무수불산(AHF) 공장 준공·증설

1991. 9., 1994. 4. KORFRON-22 생산능력 증대

1996. 1. KORFRON-141·142b 공장 준공

1996. 2. 산성불화암모늄 공장 준공

2000. 9., 2005. 12. KORFRON-32 공장 준공·증설

2002. 11. 불산(55%, 70%) 제조시설 준공

2004. 2., 2006. 4. LiPF6 공장 준공·증설

2004. 9., 2006. 4. C2F6, C3F8 공장 준공·증설

2004. 10., 2006. 11., 2008. 12. NF3 공장 준공·증설

2007. 5. C4F6 상용 생산공장 준공

2009. 3. AHF 공장 재가동, WF6 공장 준공

2010. 3., 2010. 12., 2011. 9.
LiPF6 증설(600MT, 1000MT : 총 2000MT)

LiF 공장 건설(300MT/Y)

2014. 8. LiBF4 (10MT/Y), LiPO2F2 (10MT/Y) 생산공장 건설

2015. 12. WF6 공장(320MT/Y) 생산능력 증대

2015. 12. C4F6 공장(70MT/Y) 생산능력 증대

출처 : 후성기술연구소, http://www.foosungchem.com

<표 1-5> 후성의 불소화학 제품 생산공장 건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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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K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는 2016년 불소계 특수가스인 NF3 

생산량이 세계 1위인 기업이다. 또한 WF6 이외에 

생산량 세계 2위인 태양광전지 기초 소재 SiH4(모

노실란), SiH2Cl2(디클로로실란), Si2H6(다이실란)

을 생산하고 있다. 불소화합물을 생산하는 대백

신소재는 2004년 소디프신소재로, 2010년 OCI머

티리얼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6년 SK머티

리얼즈(SK Materials Co., Ltd.)에 인수되었다.

2001년 NF3 1공장, 2004년 WF6 1공장을 준공하

여 <표 1-6>과 같이 생산규모를 확장하였으며 

2017년에 각각 연간 9,200톤, 연간 600톤이 되었

다. SK머티리얼즈는 NF3 제조 및 WF6 제조 관련

(가스정제 포함) 1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

며,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우

수한 품질로 국내외 굴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의 우수공급업체(2009. 11. 삼성전자, 2010. 1. 

LGDisplay, 2010. 7. Sony)로 지정되었다.

다. 효성 Neochem PU

효성 Neochem PU (Perfomance Unit)는 효성에서 

반도체용 불소가스인 NF3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에 1만 톤, 중국에 5,200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반도체, LCD 및 OLED

에 사용되는 각종 특수가스 제조방법을 연구개발

하고 있다. 효성 Neochem PU는 <표 1-7>과 같이 

2007년 NF3 공장을 건설한 이래 지속적인 생산규

모 확장을 통하여 2017년 말 기준 연간 6,300톤, 

F2·N2 Mixture 가스 연간 1만 5,000병의 생산설비

를 운용하고 있다. 효성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

로 삼성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외 대만과 중국의 주요 업체를 파트너로 하여 장

기 계약을 맺었거나 추진하고 있다.

라. 니카코리아

니카코리아(구 한국정밀화학)는 한국화학연구원

과 공동 개발한 불소발수발유제 합성공장을 1992

년에 건설하였고 2013년에 증설하였다. 2002년 

이의 원료가 되는 과불소화알킬알콜 제조공장

을, 2006년 TFE 정제설비를 건설하여 일련의 제

조설비를 완성하고, <표 1-8>과 같이 제품을 생

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니카코리아는 한국화

학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PFPE계 불소계 윤활유

출처 : KIST 보유자료7)

<그림 1-26> 후성 불산공장 준공 및 개발참여자(1985. 6. 21.)

출처 : KIST 보유자료8)

<그림 1-27> 후성 HCFC-22, 141b 제조공장 준공(1991)

7,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2, KIST 25년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8, KIST 30년사 : 창조적 원천기술에의 도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KIST 40년사 : 1966~2006

구분 NF3 F2·N2 Mixture

용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chamber 세정가스

반도체 공정

chamber 세정가스

생산능력

2007년  300MT/Y(한국)

2011년  950MT/Y(한국)

2012년 1,150MT/Y(한국)

2016년 1,300MT/Y(한국)

2017년 1,300MT/Y(중국)

2017년 1,300MT/Y(한국)

2012년 15,000병/Y

총 생산규모

(연말 기준)
6,300MT/Y(국내외) 15,000병/Y

출처 : 효성 Neochem pu

<표 1-7> 효성의 불소화학 제품 생산설비

구분 NF3 WF6

용도
반도체 공정 

chamber 세정가스

반도체 공정소재

층간 배선 막

생산능력

2001년 300MT/Y(1공장, 2010년 생산 중단)

2004년 600MT/Y(2공장)

2006년 1,600MT/Y(3공장)

2010년 3,000MT/Y(4공장)

2012년 1,000MT/Y(중국공장)

2016년 3,000MT/Y(5공장)

2004년 250MT/Y(1공장)

2012년 300MT/Y(50톤 증설)

2017년 600MT/Y(증설 진행 중)

총 생산규모 9,200MT/Y(국내외) 600MT/Y

출처 : SK머터리얼즈, http://www.sk-materials.com

<표 1-6> SK머티리얼즈의 불소화학 제품 생산설비

생산년도 생산설비명 생산규모(연산)

1992 불소발수제 제조공정 5,000

2000 불소수지도료 제조설비 600

2002 과불소화알킬알콜 제조공정 2,000

2006 TFE와 HFP 제조공정 1,000

2016 불소계 윤활유 제조공정 300

출처 :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krict.re.kr

<표 1-8> 니카코리아의 불소화합물 생산설비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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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uoropolyether lubricant)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시운전 중에 있다.

1.2.4 다시 시작된 기술 장벽과 연구개발

우리나라 불소화학 기술개발은 2015년 미래창조과

학부에서 시행하는 ‘광복 70년 국가 연구개발 대표

성과 70선’에 선정되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으로

는 유일하게 1970년대에 불소화합물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과 과감한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로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최

근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따라 

이에 필요한 특수가스와 이차전지 소재로서 불소

화합물이 생산되었으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불

소계 윤활유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규모가 작아 대규모 불소계 고분자 산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또한 새로운 불소계 화합물의 

개발 및 활용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여 신규 시장

에 진입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가. HFC 대체물질 개발

CFC 및 HCFC 등의 불소화합물 생산과 사용을 

규제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불소화학 산업의 성

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화합물, 특히 성능

이 우수한 불소화합물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하였다. 이러한 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선진국 

기업들은 2000년대 초에 HFC 제품들을 판매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 물질로 지정된 

HFC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불소화학 제품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

진국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야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대표적인 HFC류인 HFC-134a의 온난화지수가 

높아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허니웰(Honeywell)은 

2007년 HFO–1234yf (2,3,3,3-tetrafluoropropene)

를 개발하였다. 듀폰과 협력 체제를 구축한 허

니웰은 2013년에 본격적으로 HFO–1234yf 생산

을 시작하여 자동차 냉매용으로 판매하였다. 이

어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상업생산을 시작하

였다. 아케마(Arkema), 다이킨(Daikin), 멕시켐

(Mexichem) 등이 2017년까지 HFO–1234yf 제조

기술에 대한 수백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KIST와 대림화학이 공동으로 특정

물질사용 합리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HFO-1234yf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특허 확보 및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준상용 공장 설계를 마친 단계이다.

또한 후성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원료로부터 

HFO-1234yf를 제조하는 기술개발을 시도하였고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허

니웰은 HFO–1234yf의 냉매 용도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다른 기업이 제조해도 판매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러한 용도특허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것은 또 다른 기술 장벽으

로서 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과 

선진국 다른 기업들도 공장 건설에 나서지 못하

는 실정에 있다.

나. 국내 불소화학 제품 개발 노력

우리나라 불소화학 산업이 40여 년을 역사를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소의 특수성 때문에 

개발이 용이하지 않고 많은 기업이 참여하지 못

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후성은 불소화합물 

개발에 노력해 왔고 많은 불소화학 제품의 제조

를 산업화하였으며 지금도 HFO-1234yf 제조 연

구를 비롯하여 붕불화물[Sn(BF4)2, Pb(BF4)2] 제

조 연구, ECF (Electrochemical fluorination) 연구, 

(CNF)3 제조 연구, KF 제조 연구, TFE / VDF 

monomer 및 고분자 제조 연구, 반도체용 HF 연

구, 신규 전해질 연구, Hybrid-NF3 제조 연구, BF3 

제조 연구 등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과불소화알킬알콜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

업 니카코리아에서도 불소계 윤활유 및 불소화

학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요한 불소가스(NF3, 

WF6) 제조기술, 이차전지 전해질용 불소화합물

의 개발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

라의 불소화학 산업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불소화합물의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탄화불화수소, 불소계 특수가스뿐만 

아니라 불소수지와 불소화합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의약, 농약, 계면활성제 등 정밀화합물, 

Fluoroepoxy 화합물 분야로 기술개발 영역을 넓히

고 기술 장벽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1.3 펄프제지 산업

종이는 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하는 기록매체이

다. 죽간(竹簡), 갑골(甲骨) 등 원시적 미디어를 넘

어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점

에서 종이는 인류 최고 발명품 중 하나다. 우리민

족 문명 발달사 역시 종이와 함께 걸어왔다. 종이

는 삼국시대부터 한지(韓紙)를 필두로 학문, 예술

에 기여하며 찬란한 기록문화의 역사를 써 내려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승

정원일기>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11건

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지산업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해방 이후 변변한 설비 하나 없이 시작하였지만, 

제지산업 기술인들의 노고와 지속적인 선진 기술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부단한 적응, 개량 및 

국산화 노력 덕분으로 현재는 연간 1,100만 톤을 

생산하는 세계 5위 제지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 

이는 산림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놀라

운 성과다. 제지 산업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컴퓨터와 태블릿 PC의 등장으로 기록매체로서

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감열지(Thermal 

Paper)를 비롯한 특수지(Specialty Paper), 포장용지

(Packaging), 위생용지(Sanitary Paper) 등 산업 소재

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시

점에서 제지 산업기술 70년 발전사 재조명을 통

하여 기술 노하우를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전수하

출처 :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krict.re.kr

<그림 1-28> 니카코리아의 불소윤활유 생산공장 준공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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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1.3.1 제지 산업의 태동과 양지(洋紙) 생산

1902년 대한제국 탁지부 인쇄국 조지소(전환

국 조지소 후신)에서 신식 초지기(抄紙機, paper 

machine)로 지폐용지를 양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양지(洋紙) 생산 시대가 열렸다. 한국 제지 산업

의 본격적인 태동은 일제가 남겨놓은 공업시설

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제지 

공장 수는 약 200개에 달하였지만 대부분 수초

식(手抄式) 창호지 생산을 위한 가내 공업이었다. 

해방 직후를 기준으로 제대로 된 시설이라고는 

남한 유일의 장망초지기(長網抄紙機)이자 우리나

라 최초의 신문용지 시설을 갖춘 북선(北鮮)제지 

군산공장 정도였다. 기술력 또한 구전(口傳)에 의

존한 기초 공정 수준이었다.

1세대 제지 기술자 김순철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 

초지기는 일본 센쥬(千住)제지와 후지(富士)제지

에서 철거한 중고시설로 1·2호기 설비 모두 망폭 

112인치 규모에 대당 생산능력은 일산(日産) 15톤

에 그쳤다고 한다. 6·25전쟁의 여파로 제지 산업

의 열악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56년 

기준 연간 총 수입액 5,900만 달러 중 종이류 수

입액이 1,300만 달러(22%)를 차지하였다. 이로부

터 전쟁으로 인한 제지 산업의 피해 정도와 그 당

시의 경제구조에서 제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휴전 이후 국제연합한국재건

단(UNKRA)을 비롯한 해외 원조를 기반으로 재

건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용량이 많은 백상지(白上紙)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단행되었다. 그 결과 

1958년 8월 삼덕(三德)제지(설립자 : 전재준)가 우

리나라 최초로 백상지를 생산하였다. 이듬해 1959

년 청구(青丘)제지(설립자 : 이무일, 현 무림SP)가 

양산에 성공하여 9월에 120톤, 10월에 306톤을 생

산함으로써 백상지 대량생산 시대의 서막을 열었

다. 청구제지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현대적인 장망

초지기는 이탈리아 코메리오 에르콜(Comerio Ercor)

이 제작한 것으로 연산 6,000톤 규모의 설비였다.

신문용지 설비만 다뤄보았던 당시 국내 기술자들

에게 현대식 장망식 백상지 설비는 그 설치부터

가 큰 도전이었다. 설치 완료 후 시운전 과정에서

도 지료 배합, 지질 문제, 종이 주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외 기술진과의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이무일 사장과 이종대, 김순철 등 국내 

1세대 제지 기술자들이 노력한 끝에 우리 손으로 

만든 고품질의 백상지가 탄생하였다.

또한 한국특수제지공업(설립자 : 단사천, 현 한국

제지)은 1958년 10월 7일 독일 브루더하우스와 6만 

4,960달러에 최대 속도 500m/min, 롤폭 1,200mm

에 달하는 슈퍼 캘린더를 도입하는 등 제지 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이 곳곳에서 마련되었다.

1.3.2 대단위 제지 공장 출현과 종이 자급자족

1960년대에 들어서며 제지 산업은 성장기를 맞이

하였다. 제지 산업은 GDP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당시 수출주도형 성장 전

략을 통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상승세를 나

타냈다. 국민 소득도 동반 성장하며 문화생활 수

준 향상으로 이어져 종이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이에 부응하며 장망식 시설 및 코터를 갖춘 제지 

공장의 신·증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대단위 

제지 공장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0

년 62.4%에 불과하던 주요 종이 자급률이 1970년

출처 : 제지연합회

<그림 1-29> 한국 제지산업 현황(2014 기준)

국민경제상의

위치

생산액
(0.7%, 9.9조 원) 부가가치

(0.6%, 3.0조 원)

수출
(0.6%, 3.2억 달러)

고용
(0.5%, 1만 6,000명)

기타
(97%)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 고용 기타

세계 제지 산업 중 

한국의 위치

5위
(1,166만 톤)

제지 생산 소비 1인당 소비량 펄프 생산

8위
(949만 톤)

12위
(188.1kg)

26위

제지 산업 에피소드 – 맛을 보면 안다?!

비색(比色) pH 시험기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사용되었지만 헤드박스(Head Box)에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원료

를 찍어 맛을 보고 측정 pH가 틀렸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오히려 대단한 기술자라고 자랑을 하였으며, GP 

(Groundwood Pulp)는 고해도가 낮을수록 섬유장이 길어 신문지용 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다가 초지를 중단하

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한편 흡입 롤(Suction Roll)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제지 업계를 시찰하고 돌아온 김광호 공

장장이 초속은 300ft에서 400ft까지 증속하는 것은 어려우나, 400ft까지만 증속되면 1,000ft까지는 무난히 증속할 

수 있다는 애매한 미국 기술자의 설명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신기하다고 왈가왈부하였다.

내용인 즉, 쟈케트 쿠치(Jacket Couch)의 한계 속도가 300ft이므로 쟈켓트 쿠치로는 300ft 이상 증속이 어렵다는 

것이며, 이것을 흡입식 쿠치 롤(Suction Couch Roll)로 대체한다면 1,000ft까지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그 후의 대

답이었다.

출처 : 김순철, 2001·2007, 종이역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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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92%로 향상되었다. 제지 업계에 화학, 임산

공학 등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대졸 출

신 기술자들이 유입되며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

적 성장도 이루어졌다.

가. 대왕제지의 국산 드라이어 개발

독자 기술을 이용한 생산설비 제작은 한국 제지 

산업의 오랜 과제였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던 

1960년대, 대왕제지는 드라이어의 자체 설계를 시

도하였다. 김창규 회장은 설계, 철판 가공, 주물 

작업 등 제작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

써 국내 최초의 자체 제작 드라이어가 완성되었

다. 제지 기술 국산화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군산공장에서 시운전을 하자 높은 압력과 열 때

문에 주물이 샜다. 기술자를 찾아다니며 해결 방

법을 수소문한 끝에 소금과 요소를 섞어 틈을 막

고 돌리자 기계가 제 기능을 찾았다. 결국 대왕제

지는 자체 설비 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선화지(仙

花紙)를 생산할 수 있었다.

나. 최초의 양지 수출 

– 한국제지 백상지 25톤 홍콩 수출

1963년 8월, 한국제지는 업계 최초로 2회에 걸쳐 

25톤의 백상지를 홍콩에 수출하였다. 현지 언론

으로부터 광택도나 백색도에서 대만 업체 지종보

다 20%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 등 반응이 좋았다. 

이러한 수출을 통하여 펄프 구매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화 유출을 일부나마 만회할 수 있었다. 

또한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고 공급 과잉을 해

소함으로써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제지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 우리나라 최초의 펄프 생산기업 대한화학펄프

국내 제지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하여 펄프 공

장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정부는 1974

년 대한화학펄프(동해펄프의 전신, 현 무림 P&P)

를 설립하였다. 국내 합판 공장의 폐재를 사용한 

펄프 공장 건설을 목표로 전액 정부 출자를 통

하여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1979년 일 생산량 

300톤 규모의 제1공장이 완성되었고, 1985년도에 

공장설비가 증설되어 일 생산량이 450톤으로 증

가하였다. 이후 2010년 본격적인 펄프 품질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스팀 사용량을 줄이면서 펄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펄프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신(新)펄프 공법인 CoC G2 공법9)을 도입

하였다.

그 결과 증해수율(蒸解收率)10)이 51%까지 개선되

었고, 스팀 사용량을 22톤/hr으로 줄여 에너지가 

절감되었고 펄프 생산에서 78톤/일 증산을 이루

어냈다. 그 결과 연 42만 톤에 불과하던 펄프 생

산량을 2014년엔 47만 톤까지 끌어 올리는 데 성

공하였다.

라. 한국제지, 국내 최초로 중성초지 기술개발

중성지(中性紙)란 중성 사이즈제 및 탄산칼슘 등

의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양지로서 장기보관 목

적의 인쇄물에 적합하다. 잉크 번짐 방지제로 로

진 대신 AKD, ASA 등 약알카리성 사이즈제를, 

충전제로 약알카리성인 탄산칼슘을 사용하여 종

이 부식이나 변색이 적다. 내구성도 높아 수명이 

산성지의 5~10배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중성

지는 제지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백수 

재활용률을 높여 비용 절감 및 환경 보전에도 기

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제지의 중성 초지 기술개발은 용수 절약 기술

과 파지 회수율 제고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큰 계

기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들어 공장 용수로 이

용하던 안양천의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용수를 

적게 쓰는 중성 초지 기술개발이 필수적이었다.

한편 아트지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파지(破紙)는 

원지가 산성 초지법에 의하여 제조되어 산성을 

띠므로 재사용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기술 개발 필요성에 따라 한국제지는 1982

년 말 중성 초지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다음해 

8월과 12월에 각각 1·2차 공장 시험을 실시하는 

등 제조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나갔다. 이 과정에

서 기술진들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마침내 1985년 10월부터 중성지 생산에 

성공하였다. 중성 초지 기술은 제지기술 선진국

도 수십 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 개발에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

제지가 자체 기술만으로 단기간에 중성 초지 기

술개발에 성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중성 초지

(抄紙)의 특성은 <표 1-9>와 같다.

마. 전주제지, 100% DIP로 만든 신문용지 최초 생산

신문용지의 주원료는 DIP (Deinked pulp)로서 주

로 ONP (Old Newsprint, Old Newspaper Pulp), 

OMG (Old Magazines)에 고지(古紙) 탈묵(脫墨)공

정을 거쳐 잉크를 제거한 후 이를 재사용한다. 문

제는 신문용지를 여러 번 재생하여 사용하면 섬

유의 각질화(角質化, corni� cation) 등 부작용이 생

겨 섬유가 뻣뻣해지고 강도가 하락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되면 고속 윤전 인쇄할 때 지절(紙切) 

증가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적정 강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DIP 외에 표백 화학펄프

(KP) 등을 배합하여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
출처 : 김창규, 2014, 제지와 함께한 70년
 주 : 맨 좌측 김창규 회장

<그림 1-30> 대왕제지가 자체 설계한 드라이어

구분 내용

지력(紙力) 향상

● 제품 강도의 강화, 품질 향상

● 충전물 함량 증대, 비용 절감, 

 에너지 절약

탄산칼슘 이용
● 백색도 향상

● 불투명도 향상

용폐수 감소
● 백수 이용 및 재이용률 제고

● 폐수 처리 부담 감소

에너지 절약
● 백수 재이용률 제고로 청수와 가열  

 증기 소요량 감소

출처 : 김순철, 2001·2007, 종이역사 1·2

<표 1-9> 중성 초지(抄紙)의 특성

9) 선진 증해 공법 중 하나로 우드칩(Wood Chip)을 증해하는 연속식 

 증해 기술을 말한다.

10) 증해반응기(Digester)에 투입된 우드칩에서 리그닌을 분리시킨 후 얻어 

 지는 펄프(섬유질)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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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었다.

원가절감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DIP 100% 사

용 신문용지 생산 기술 개발이 강력히 요구되었

다. DIP 100% 신문용지를 생산하려면 고속 윤전

인쇄에서도 지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강

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리와인더(rewinder)의 권취

면(卷取面)에 터짐 등 작은 손상도 없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제지(현 전주페이퍼) 

기술진은 DIP 원료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탈묵공

정에서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잉크를 탈리

(脫離)시키는 프로세스 개발에 착수하였다. 또한 

섬유 각질화에 의한 강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

여 고지 재생횟수를 관리하고 품질 기준을 설정

하였다. 

또한 그동안 산성으로만 생산되던 신문용지에 중

성화 초지 기술을 도입하였다. 중성 초지 도입을 

위하여 DIP의 원료인 수입 ONP, OMG 등에 포

함된 탄산칼슘 충전물이 산성 초지 시 사용되는 

산성 약품인 알람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발생시

키는 이물질(금속산화물) 생성 등을 최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로써 충전물 재사용이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섬유의 열화를 지연시켜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전주제지는 국내 최초로 DIP만을 이용한 신

문용지 생산에 성공하였다.

1.3.3 질적 경쟁의 시대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기업들의 과잉 설

비 투자가 이어졌다. 제지 산업 전체 초지기 설비

의 70.7%가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뒤이은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쇄용지 수요가 줄어들면서 

제지 산업의 양적 팽창이 한계에 다다랐다. 반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술을 그대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내수 

시장 포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시장 개척이 필

요하였고, 자체 기술력 개발과 해외 시장 정보 확

보 등 질적 성장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하여 각 기업은 생산 프로세스 혁신, 포

트폴리오 다양화, 특수지 개발 등 노력을 다하여 

글로벌 제지 업체와 질적 경쟁을 벌여 나가기 시

작하였다.

가.   한국제지, 국내 최초 복사지 전용 초지기(PM4) 및 

On-Site PCC Plant 설치

한국제지는 동남아 및 중국 제지 업체들의 국내 

백상지 시장 공략에 맞서기 위하여 2005년 국내 

최초로 복사지 전용 초지기(PM4)를 설치하였다. 

PM4의 경우 복사지의 기본 품질인 지합과 균일

한 프로파일(Pro� le) 확보를 위한 딜루션 헤드박스

(Dilution Headbox), 저에너지 비용과 고벌크(Bulk)

화가 가능한 단일 압착부(One Nip Shoe Pres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순화된 원질 공정의 채택

으로 설비효율 최적화가 가능해졌다.

2000년대 초반 제지 산업은 Ash 함량을 높여 광

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고가의 화학펄프 사용

량을 줄여 원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두께감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경질 탄

산칼슘(PCC -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사

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소비자들도 복사지의 경우 두께 및 강도(sti� ness) 

특성이 우수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PCC 

적용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PCC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였으며, 경제성도 만

족시켜야만 했다.

PM4 설치와 함께 한국제지가 추진한 PCC 자가 

제조 사업은 GCC (Ground Calcium Carbonate)

를 사용하고 있던 국내 제지 업계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것은 제지 공정용 충전제 PCC 공장

을 제지 공장 내에 병설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하

여 PCC를 공급받는 ‘온사이트(On-Site)’ 방식이었

다. 온사이트 제조 방식은 제지 공장에서 발생하

는 CO2를 원료로 재이용하여 PCC 제조에 필요

한 탄산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제지용 PCC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조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서 PCC의 대부분을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9차 조사 1 2 10 34 57 25 129

비중 0.8 1.6 7.5 26.4 44.3 19.4 100

8차 조사 1 3 1.4 38 60 21 137

비중 0.7 2.2 10.2 27.7 43.8 15.3 100

출처 : 김순철, 2001·2007, 종이역사 1·2

<표 1-10> 초지기 설치년도 분포 (단위 : 대, %)

출처 : 한국제지

<그림 1-31> 경질 탄산칼슘 제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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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제지는 연산 17만 톤의 복사지 전용 

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PCC 사용량이 늘어났고, 

이로부터 최소 물량의 PCC 자가 제조에 필요한 

자체 수요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국내 최초의 ‘온

사이트 PCC Plant’ 설치가 가능해졌다. 온사이트 

PCC 설치 이후 한국제지는 우수한 품질의 PCC

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고 두께 특성과 강

도(sti� ness) 특성이 향상된 프리미엄 복사지를 생

산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무림P&P, 펄프-제지 일관설비 건설

무림P&P는 2011년 5월 국내 최초로 펄프-제지 

일관설비(Pulp & Paper Integrated mill)를 건설하

였다. 펄프-제지 일관공장은 기존 제지 공장처

럼 건조 펄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펄프 공장

에서 액체 상태의 슬러리 펄프(slurry pulp)를 제지 

공장으로 직접 공급함으로써 펄프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

다. 또한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한 친환경 공장

이다.

이 공장에서는 펄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

는 바이오매스(biomass)인 흑액(黑液, black liquor)

을 연소시켜 스팀과 전기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한다. 이 공장에서는 이로써 화석연료인 벙

커C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 경쟁

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종이 건조 공정에 들어

가는 연간 70만 톤가량의 스팀 생산비용을 절감

하여 기존 공정에 비하여 약 15% 이상의 원가 경

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설비는 APP Dagang, 

Tjiwi Kimia 등 일부 글로벌 제지 기업들만이 보

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림P&P가 펄프-제지 일

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있는 고품

질 친환경 종이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지 투자

인쇄용지를 연간 70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던 한

솔제지 장항공장은 계속된 수요 감소로 인하여 

설비 휴지시간(Down Time)이 늘어갔고, 이를 타

개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특수지인 감열지 설비

를 도입하였다. 설비 분석 결과 기존 초지기로 감

열지 원지(Base Paper) 생산은 가능하였지만, 코

터(Coater)는 감열지 설비로 변환해야만 했다. 먼

저 감열지 코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800억 원에 달하는 큰 투자비가 발목을 잡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진, 공장 기술진, 설

비 업체(Valmet社)가 머리를 맞댄 결과 세계 최초

로 인쇄용지 코터를 감열지 코터로 개조할 수 있

었다. 수요 변동에 따라 인쇄용지와 감열지를 동

시에 생산할 수 있는 스윙(Swing)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코팅 설비로는 신규 기술이 접목된 커튼 코터

(Curtain Coater)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과 원가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커튼 코터는 퀄러(Koehler), 애플톤(Appleton) 등 

해외 메이저 감열 업체에서도 사용되었고, 기존 

Rodbar 코팅설비에 비하여 고속, 저도공(低塗工)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문제는 새

로운 지종(紙種)에 대한 적응이었다. 인쇄용지에 

익숙한 작업자들이 새로 감열지를 생산하며 숱

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압력으로 인하여 발

색 현상이 나타났고, 공정 오염으로 발생한 이물

질(異物質)로 인하여 종이의 질이 떨어졌다. 또

한 커튼 코터의 경우, 설비 특성에 맞는 코팅 컬

러 배합비를 새로 개발해야 했으나, 인쇄용지와

는 다르게 감열지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없어 자

력으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 및 단일 설비 기준 최대 

생산성(430톤/일)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스윙 생산

이 가능한 체제를 완성하였다.

1.3.4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한국 제지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며 숨가쁘게 달

려왔다. 지난 10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한국 제지 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 확대로 

인쇄용지는 2007년을 고점(글로벌 수요 1억 2,000

만 톤)으로 2014년까지 연 1.2% 이상 감소하였다.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특수지와 택배·유통 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패키징 부문은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다. 제지 산업 전반은 이러한 변화

에 발맞추어 인쇄용지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제지 산업은 전통적 제지 산업의 한

계를 넘어 첨단 소재 산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

고 있다. 제지 산업에서 제1의 물결은 인쇄용지 

산업, 제2의 물결은 산업·특수용지 산업 중심이

었다고 하면, 제3의 물결은 Hi-tech 종이 소재 산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Hi-tech 종이 소재

란 인쇄 및 포장 등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종이 

특성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 화학 등 다른 산출처 : 무림제지

<그림 1-32> 무림P&P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

출처 : 무림제지

<그림 1-33> 무림P&P의 초지기 생산공정 모습

출처 : 한솔제지

<그림 1-34>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감열설비 구축 현장

제지
공장

펄프
공장

펄프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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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 소재로 활용 가능한 고기능성 종이를 일

컫는다. 의류, 커튼, 기타 섬유에 이미지를 입히

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단 특수지종(紙種)인 나

일론 섬유용 프린팅 용지부터 휴대폰 배터리, 변

압기 등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섬유(aramid � ber)

를 이용한 절연용지, 합성섬유가 포함된 부직포 

벽지, 복합재에 첨가되어 고강도·고흡수성의 다

양한 기능을 갖춘 차세대 소재, 나노셀룰로오스 

(Nanocellulose)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와 부산물인 흑

액(리그닌)을 통하여 탄소섬유, 바이오 플라스틱 

등 바이오케미컬 소재를 생산하는 연구도 진행되

고 있다. 종이가 기록과 포장의 용도를 넘어 다양

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첨단 소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다. 지난 70년의 시간

이 제지 산업 선진국을 따라가는 기술도입 및 체

화기였다면, 앞으로는 선대의 노고로 일궈낸 제

지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특수지 

개발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글로

벌 제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4. 타이어 산업

1.4.1 타이어의 이해

타이어는 영어로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자동차

에서 가장 피곤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는 흔히 “자동차가 참 잘 달리는 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 달리는 것은 자동차가 아

니라 타이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타이어

는 <그림 1-35>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타이어는 자

동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엔진의 구

동력과 브레이크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역할

을 하고,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며, 자동

차의 진행방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구

동력과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타이어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바퀴의 바깥 둘레를 감싸고 있는 둥

근 테의 형태로, 고대 바빌론의 번성한 도시 가운

데 하나였던 우르(Ur)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

려졌다. 바퀴는 기원전 약 6000년경에 원형바퀴가 

있는 달구지 형태의 2륜차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

로 전해진다. 무겁고 튼튼한 바퀴는 차축에 고정

되어 돌고, 사람이나 짐승이 끌고 다니던 썰매가 

붙어 있는 형태였다.

바퀴 달린 탈것을 사용하였다는 가장 오랜 기

록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Sumer)인들로 알려져 있다. 우르(Ur) 왕조에서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이륜 수레 이외에도 신분

이 높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4륜 수레도 만들었

다. 이 수레들을 더욱 수월하게 끌기 위하여 가

축을 이용하였으며 이 시대의 벽화에 의하면 주

로 소가 수레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퀴의 발명은 기원전 3000년경 중앙아시

아의 아리아족(族)(Aryans)으로 전해졌고, 비슷한 

시기에 인도와 중국에서도 바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메르인들은 나무 바퀴를 전쟁용 수레인 

전차에도 이용하였으나, 둔하게 움직이는 원판형 

나무바퀴와 느린 나귀의 결합이 군사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는 하지 못하였다. 이후 새로운 바퀴와 

말이 결합된 전차가 등장하며 수메르인의 전투력

은 향상되었다.

최초의 바퀴는 통나무를 원반 모양으로 잘라 다

듬은 형태이거나 세 개의 널빤지를 서로 붙여 원

형으로 깎은 형태였다. 메소포타미아의 바퀴 역

시 통나무를 둥글게 자른 원통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 바퀴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

서졌는데, 얇은 나무나 구리로 만든 테를 둘러 보

완하였다. 차츰 원통 형태의 바퀴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원통에 구멍을 뚫었고, 이 구멍이 점차로 

커져서 바큇살(spoke, 스포크)의 형태로 발전되어 

출처 : 대한타이어산업협회, http://www.kotma.or.kr

<그림 1-35> 타이어의 기능

자동차의 하중 지탱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 완화

구동력·제동력을 노면에 전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유지·전환

출처 : Collon, 1995, Ancient Near Eastern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그림 1-36> 당나귀가 끄는 수메르인들의 전차(기원전 25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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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2000년경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축

대를 끼우는 중심 바퀴통에 테두리 바퀴를 연결

하는 4~6개의 바큇살로 이루어진 형태였다.

히타이트(Hittite)족은 전투력을 갖춘 전차를 활

용한 최초의 부족으로 4개의 바큇살로 된 바퀴

와 말 사육 능력을 활용하여 전투력을 높였다. 히

타이트족에 이어 기원전 1340년경 고대 이집트

(Egypt)나 후일의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바퀴에 

짐승의 가죽을 감아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기원전 600년경에 이르러서는 철의 

용접 기술이 개발되면서 마모 강도가 높은 윤상

철(輪狀鐵) 바퀴가 등장하였다. 이후 세계 각지에

서 나무바퀴와 철제바퀴가 조금씩 변형되어 사용

되었으며, 이러한 바퀴는 오늘날의 것과 큰 차이

가 없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의 발명가 굿이어(Charles Goodyear)는 1839

년 고무의 열가류법(熱加硫法)을 개발하여 특

허를 얻었다. 그는 당시 헤이워드(Nathaniel M. 

Hayward)가 얻은 고무에다 유황 성분을 첨가하면 

고무의 탄성이 좋아지는 유황처리법의 특허권을 

매입하여 생고무에 황을 혼합하는 실험을 거듭

하다가 장기간 사용해도 탄력성을 잃지 않는 딱

딱한 고무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알맞게 단

단하면서도 탄력을 지닌 고무가 개발되자 유럽에

서 182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자전거의 바퀴 테

에 이 고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1846년 영국의 

토머스 헨콕(Thomas Hancook)이 탄력있는 고무 

덩어리를 바퀴 둘레에 둥글게 씌운 이른바 통고

무 타이어(Solid Rubber Tire)가 출현하였다. 하지

만, 솔리드 타이어는 험로를 달릴 때에 지면에서 

오는 충격 흡수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였고 노

면 마찰이 심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이 무렵 

1845년 영국의 R. W. 톰슨은 최초로 마차용 공기

입(空氣入) 타이어를 발명하여 특허를 획득하였

다. 이 타이어는 마차의 견인력을 높였을 뿐만 아

니라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았다. 그러

나 마차 제작자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공

기입 타이어보다는 계속해서 철제바퀴를 고수하

였다.

최초의 실용적인 공기입 타이어는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1888년 영국의 수의사였던 던롭(John 

Boyd Dunlop)에 의해서였다. 그는 자기가 타고 다

니던 쇠바퀴 자전거에 고무를 입히고 그 속에 공

기를 집어넣었다. 이때까지 딱딱한 바퀴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롭이 시도한 고무 타이어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것을 자동차용으로 완성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미쉐린(Edouard Michelin)이

었다. 그는 1895년 파리-보르도 간을 달리는 자

동차 경주에 처음으로 이 타이어를 선보였다. 이 

타이어는 22차례나 펑크가 났지만 그동안 사용되

었던 통고무 타이어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였

다. 1905년에는 이 타이어의 비드(bead) 부분에 강

철을 사용하여 전보다 휠씬 강한 타이어가 만들

어졌고, 1912년에는 면 블록을, 1915년에는 보강

제로서 면 코드가 사용되어 수명과 성능이 획기

적으로 개선되었다.

천연고무에 의존하였던 타이어 공업은 1931년 미

국 듀폰(DuPont)이 합성고무를 공업화하는 데 성

공함에 따라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10

년 후, 타이어 성능을 몇 배나 끌어 올리는 레이

온 코드(rayon cord)가 개발되었고 1947년에는 튜

브를 사용하지 않고 타이어에 직접 공기를 집어넣

는 튜브리스 타이어(tubeless tire)가 개발되어 승용

차 및 경(經)트럭의 주행성, 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어서 나일론 코드(nylon cord)의 사

용으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래디얼 타이어(radial-

ply)가 개발됨으로써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고성

능 타이어가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래디얼 타이

어는 <그림 1-37>과 같이 보강용 타이어 코드지

를 타이어 반경 방향으로 놓이게 만든 타이어를 

가리킨다. 이는 종래 바이어스 타이어의 발열로 

인한 타이어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기존 타이어보다 수명이 2배가량 길어졌

고, 자동차의 초고속 주행이 가능해졌다. 1962년

에는 폴리에스터의 새로운 코드지가 선보였고, 

1972년 듀폰에 의하여 스틸보다 5배 강한 물성을 

갖고, 치수 안전성이 뛰어난 캐블라라는 폴리아

미드계 소재가 개발되었다. 캐블라가 적용된 타

이어는 형태안정성 및 핸들링 성능이 우수하여 

더 높은 속도에서도 주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1.4.2 타이어 산업의 성장 

: 기술도입에서 양산까지

가. 국내 타이어 생산 시작

우리나라에 타이어 생산공장이 들어선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41년이었다. 1940년대 들어 일본은 한

반도를 기지로 삼아 대륙 진출을 꾀하였다. 이 무

렵 일본 브리지스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1년 3

월 조선다이야공업이 설립되었다. 조선다이야공

업은 당시 경기도 시흥군에 속하였던 현재의 영

등포(신도림역 인근)에 공장을 세웠다. 이듬해인 

1942년 6월 흥아고무공업이 뒤이어 경남 양산에 

자리 잡았다.

초기에 두 타이어 회사가 영등포와 양산에 자리 

잡았던 것은 위치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

단 두 곳은 인천과 부산이라는 국제 항구에 인

접해 있고, 경인선과 경부선을 이용하여 원재료 

출처 : 금호타이어, http://www.kumhotire.ca/

<그림 1-37> 타이어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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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완제품의 지방 공급에 유리하였다. 나아

가 낙동강과 안양천, 도림천 등 타이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였던 공업용수 보급이 원활하였고 

부산, 서울 등 대도시와 가까워 전력 수급시설의 

건설과 직원들을 위한 사택 건설의 부담도 적다

는 장점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 자본

의 인수를 통하여 본격적인 타이어 산업이 시작

되었다.

1942년 설립된 흥아고무공업은 자전거용 타이어

와 튜브를 일본에 납품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

하였다. 해방 후 1949년 정부로부터 자동차 타이

어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을 승인받았지만 

6·25전쟁 발발로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흥

아고무공업은 1952년 흥아타이어로 사명을 변경

하고 휴전이 성립된 후에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었다. 트럭과 자전거 타이어 등만 생산하

다가 1956년 처음으로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

였다. 비록 시장규모는 작았지만 승용차용 타이

어 시장을 연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셈이었다.

한편 영등포에 자리하였던 조선다이야공업은 

1955년 2월에 강경옥(康慶玉)이라는 사업가가 한

국다이야제조로 사명을 바꾸고 시설을 복구하면

서 국가 기간산업체의 하나로 큰 기대를 모았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공장 재건을 위하여 몇

몇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모였지만 전후 재

건 사업에서 민간 자본의 피해는 후순위로 밀렸

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다이야제조는 1958년 9월 

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시험 생산을 거쳐 1959년 1

월에는 생산을 재개하였다.

1960년 2월에는 타이어 직조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지만 당시 최대 고객이었던 미

군이 소요 타이어의 입찰을 일본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국다이

야제조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재생 타이어 입찰

에 참가하여 겨우 수십만 달러를 수주하는 정도

로 명맥을 이어가다가 부실 기업체로 전락하였고, 

1962년 4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국다이야제조를 조홍제(趙

洪濟) 효성그룹 창업자가 인수하였다. 조홍제는 

1948년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과 공동으로 출자하

여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였는데, 6·25전쟁이 끝

나고 삼성그룹이 성장해가던 무렵인 1957년 독자

적인 사업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이병철 회장과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효성물산을 세웠다. 효성

물산을 모체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조홍제

는 경영 부실 상태에 놓인 한국다이야제조를 인

수하였다. 이후 한국다이야제조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경영 체제를 발판으로 생산 능률과 기술

력,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전쟁 복구가 마무리 과정에 들어선 1960년 호남

지역에서 운수업을 통하여 성장한 금호가 타이

어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흥아(현 

넥센), 한국다이야(현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3사 체제를 완성하였다. 경인고속도로, 경

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 1968년 한국다이야제조는 한국타이어제조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금호타이어는 1960년 9월 

5일 회사를 설립한 이후 1961년 타이어를 생산하

기 시작하였다. 고속도로 건설과 급격한 산업화 

바람 그리고 정부의 자동차 공업 육성 정책 아래 

우리나라 타이어 산업은 성장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타이어제조는 승용차용 타이어, 겨울용 타

이어, 튜브리스 타이어 및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

어를 내놓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시작하

였다. 흥아타이어는 1963년 국내 최초로 태국 시

장에 진입하였고, 1967년에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에티

오피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으로 판

로를 확장하였다. 금호타이어도 1965년 동남아시

아로 첫 수출을 시작하였다.

나. 래디얼 타이어

1960년대 세계 자동차 타이어 시장은 튜브리스 

타이어와 래디얼 타이어가 양분하고 있었다. 튜

브리스 타이어와 래디얼 타이어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카카스(Carcass)의 각도이다. 기존 바이

어스 타이어(bias tire)의 카카스 각도는 주행 방향

과 약 45도 경사를 이루고 있어 주행 시 유연성이 

높고 승차감이 좋기는 하지만 하중을 받을 때 노

면과의 접촉 부분이 변화되어 트레드가 수축되기 

쉽고, 타이어의 마멸이 증대되는 단점이 있다. 이

에 비하여 래디얼 타이어는 카카스 각도가 직각

을 이루고 있어 속도계 오차 감소, 스탠딩 웨이브

(standing wave) 현상으로부터 회복 속도가 빠르다. 

또한 뛰어난 접지성과 내마모성, 양호한 코너링

(cornering), 우수한 충격 흡수력, 향상된 승차감, 

낮은 전동 저항으로 뛰어난 연비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의 래디얼 타이어에 대

한 관심도는 낮았지만 세계 타이어 업계의 성장

과 함께 래디얼 타이어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미

국 포드(Ford)는 석유 파동을 예견하고 1974년부

터 바이어스 타이어 대비 연료를 10% 절감할 수 

있는 래디얼 타이어를 모든 출고 차량에 장착하

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내 타이어 업계는 1970년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본격적인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며 래디얼 타이어의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

가시켰다. 하지만 기술격차는 여전히 커서 선진 

메이커와의 기술제휴가 해외 수출 시장을 확대하

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973년 한국타이어는 일본 요코하마와 기술제휴

를 맺었고, 이후 일본에 타이어 유니포미티 기계

를 발주하면서 래디얼 타이어 생산을 위한 기초

를 다졌다. 한국타이어는 1974년 6월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로 165SR13과 175SR14 두 가지 규

격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1974년 송정

공장을 완공한 금호타이어는 래디얼 타이어와 함

께 특수 타이어에도 눈길을 돌려 1975년 승용차

용 래디얼 타이어와 함께 항공기용 타이어 국산

화를 이뤄냈고, 1976년 국내 연간 총 생산 100만 

본을 돌파하였다. 

한편 흥아타이어는 1967년 일본 요코하마와 기

술 제휴를 통하여 타이어 생산능력과 품질 기술

력의 향상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1973년 원풍산업

에 인수되었다가 1979년 다시 국제그룹에 인수되

어 계열사로 편입되는 변화를 겪었다. 흥아타이어

는 1984년에 이르러 경남 양산에 래디얼 타이어 

공장을 착공하였다.

1980년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신제품은 윈터 타

이어였다. 겨울철 눈길 및 빙판길에서는 일반 포

장도로와 달리 노면의 마찰계수가 급격히 감소하

여 타이어가 잘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대

비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제동력 및 구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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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발포고무가 필요하였다. 기존 타이어 캡

트레드(cap tread)용 고무에 발포제를 혼합하여 고

무 내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키면 미시적으로 타

이어 표면과 노면 간의 접지면적이 증가되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이어의 제동력 및 구동력

을 향상시킬 발포고무가 필요하였다. 국내 연구기

술로 독자 개발하기에는 발포고무에 대하여 모르

는 것이 많았다. 기포가 너무 크게 형성되거나 불

균일하게 분포되었으며 고무 내에서 발생한 기포

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특수 공법의 기술력도 필요하였다.

한국타이어는 1989년 10월, 1㎤당 기포 약 7,000

개가 고르게 분포하는 발포고무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일본의 브릿지스톤에 이어 세계

에서 2번째로 성공한 것이었다. 1990년 9월 국내

에서 사용되는 모든 승용차용 규격을 개발 완료

하였고 제품도 60, 65, 70 시리즈로 다양화시켜,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윈터 타이어를 판매하

기 시작하였다.

흥아타이어는 1987년 회사 이름을 우성산업으로 

바꿨고, 같은 해 6월 프랑스의 미쉐린과 제휴하면

서 경남 양산에 합작 법인인 미쉐린코리아타이어

를 설립하였다. 미쉐린코리아타이어는 합작 투자

를 통하여 미쉐린의 선진 관리 기법과 체계화된 

공정프로세스 노하우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다. 

1992년에는 일본 오츠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승

용차 및 경트럭용 래디얼 타이어 생산을 위한 생

산기술 및 설계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설계

기술에서는 컴파운드·구조뿐 아니라 복잡한 패턴 

설계까지 기술을 도입하였고, 합작이 끝난 후에

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패턴을 개발

을 통하여 독자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 후 

1994년 우성타이어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4.3 기술고도화 : 친환경, 고성능 타이어 개발

가. 친환경 기술

한국타이어는 1994년 실리카 타이어의 특성을 연

구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최초의 실리카 타이어

인 K701을 개발하였다. 실리카 타이어는 기존 고

무 보강제인 카본 블랙(Carbon Black) 대신 실리카

(Silica)가 일정량 함유된 배합 고무를 트레드에 적

용한 타이어다. 타이어는 트레드의 성질에 따라 

연비, 제동력, 마모도의 성능이 결정된다. 트레드

에 실리카 컴파운드를 적용하면 타이어의 연비 

성능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빗길 주행성

능을 향상할 수 있다. 실리카 컴파운드는 저속에

서는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 타이어가 회전

하면서 노면으로부터 받는 저항으로, 값이 클수

록 연비가 저하됨)으로 인하여 같은 연료를 사용

하였을 때, 주행거리는 짧지만 고속에서는 젖은 

노면에서도 주행성능이 탁월하다. 또한 저온에서 

고무의 유연성이 높아 눈길 주행성능도 뛰어나다. 

하지만 마모성능이 떨어지고, 원가가 높다.

차량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젖은 노면에서의 

구동력과 조정성능을 확보하고 구름저항을 낮춰 

효율을 높인 타이어가 필요해졌고, 이러한 분야

에 대한 연구는 풀 실리카 컴파운드 개발로 이어

졌다. 한국타이어는 2002년 풀 실리카 타이어를 

완성하였고, 르노 캉구(Renault Kangoo)에 OEM 

공급을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2008년

에 국내 최초로 친환경 타이어인 ‘앙프랑(enfren)’

을 시장에 선보였다. 앙프랑은 실리카 배합 기

술을 기반으로 타이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

는 구조설계 기술과 소재 응용 기술이 접목된 

것이다. 유럽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테스트 결과 회전저항을 21% 감

소시킴으로써 차량 연비는 향상시키고 이산화탄

소 배출량은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

한 가운데, 기업 활동의 환경적 영향 측면이 조명

되면서 타이어 효율등급을 표시한 타이어 라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타이어의 효율등급

제란 소비자들이 높은 효율의 제품을 손쉽게 판

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

은 생산(수입) 단계부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타이

어의 경우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1~5등

급으로 평가하여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자율 적용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의무 적용

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의

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규제에 발맞춰 

금호타이어는 2012년 에코윙(ecowing)을 출시하게 

되었다.

우성타이어는 1999년 흥아타이어에 인수된 후, 

2000년 2월 넥센타이어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넥센타이어는 2000년 4월에 첫 신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V자형 3D 라운드 설계를 적용한 스포츠 

드라이빙 전용 타이어인 ‘N2000’을 출시하였고 

2003년에 다이나믹 V형 아쿠아 그루브를 채용하

여 빗길 주행 시 배수성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주

행 안정성을 높인 N3000을 출시하였다.

넥센타이어는 월마트 캐나다와 이 두 제품을 

2005년 4월부터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음

으로써, 이후 전 세계 소매시장 공략할 수 있는 

발판과 초고성능 타이어(Ultra High Performance 

Tire) 사업 확장으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친환

경타이어 분야에서 넥센타이어는 2011년 엔블루 

에코(Nblue eco)를 개발해서 한국타이어 및 금호

타이어와 경쟁하게 되었다.

나. 초고성능 타이어

고속주행 차량이 증가하고 신차용 타이어의 

UHPT (Ultra High Performance Tire) 비중이 확대

됨에 따라 초고성능 타이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

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세계 승용타이어 판매

량 대비 1%에 불과하던 초고성능 타이어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7%로 크게 뛰어올랐다. 초고성

능 타이어는 근본적으로는 래디얼 타이어의 구조

를 갖지만, 타이어의 폭을 확대하여 접지력을 강

화함으로써 시속 300km 이상 고속주행에서 탁월

한 안정감을 발휘한다.

UHP 타이어는 일반 래디얼 타이어에 비하여 가

격이 30~40% 정도 높아 고성능 승용차에 주로 

장착된다. 그리고 차량의 안정성과 성능, 스타일

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서유럽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일반 승용차에서도 UHP 

타이어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넥센타이어는 1,000억 원대의 UHP 타이어 설비

투자를 통하여, 승용차용 및 RV와 SUV용 타이

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2004년 7월 

UHP 타이어 전용 양산 제2공장 증설을 완료하였

다. 그 결과 출시된 ‘N5000’은 마찰에 의하여 발

생하는 패턴 소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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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노면과의 접지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해줌으로써 뛰어난 승차감은 물론 

젖은 노면에서도 뛰어난 제동력을 갖게 되는 사계

절용 타이어로 개발되었다. 곡선 그루브 패턴 설

계와 진동 흡수 트레드 컴파운드를 채용하여 주

행 중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도 최소화되었다. 

N5000의 패턴 디자인은 2004년 산업자원부 장관

상을 수상하였다.

넥센타이어는 2007년 10월 세계 최초로 20시리

즈 UHP 타이어를 상용화하여 제품 기술력과 브

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세계 최초 15시리즈 UHP 타이어도 개

발함으로써 500마력 이상의 고출력 엔진과 최대 

360km/h의 극한 속도로 주행하는 슈퍼카에 장착

될 수 있는 타이어 기술을 확보하였다.

다. 나노 타이어

넥센타이어는 2005년 6월 국내 최초로 타이어의 

핵심소재인 고무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나노 타이어 제조기술’을 전격 

개발하였다. 또한 ‘층상 실리케이트 나노 복합체 

제조방법’과 ‘고무 나노복합체의 대량생산 기술’로 

연이은 기술특허를 획득하였다. ‘나노 타이어 제

조기술’은 고무보강제로 쓰이는 무기 소재들을 분

자 수준의 나노 크기로 분산시켜 고무와 접촉할 

수 있게 혼합하는 기술을 말한다. 향후 제품 생

산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타이어의 종합적인 성

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

았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4년여의 연구 끝에 넥센

타이어는 천연 또는 합성고무의 무기 소재를 분

자 수준의 나노 크기로 분산시키면 전혀 다른 물

성을 나타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나노 타이어 제

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로 기존 타이

어 대비 마모저항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내구성과 기체투과도 면에서도 월등한 제품을 선

보이게 되었다.

라. USS 타이어

상업용 트럭 운송업의 발전과 환경규제에 발맞

추어 트럭용 타이어의 기술도 발전하였다. 상용

차 타이어의 기술개발을 이끄는 4가지 주요 요인

으로는 차량 안정성 향상, 경제성 향상(차량 연비 

절감 및 타이어의 마일리지 향상), 적재 공간 및 

차량 총 중량 절감이다. USS (Ultra Super Single)

는 이러한 타이어 기술발전의 하나이며, 트럭의 

복륜(Dual Wheel)을 단륜(Single Wheel)으로 대체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타이어를 지칭한

다. USS 타이어 휠 조립체는 차량 총 중량을 동

일한 Al Wheel 기준 대비 324kg 감소시키고 연비

를 2~6% 증가시키며 타이어 수리 및 교체 비용

을 낮춘다. 또한 차량 좌우 타이어 중심 간의 거

리가 복륜 대비 최대 3인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

행 안정성이 향상된다.

한편, 타이어가 차지하는 공간이 복륜 대비 줄어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유지·정비도 한결 수월하

다. USS 타이어는 선진국(유럽, 미국)에서 더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미국 USS 타이

어 시장규모는 전체 타이어 시장의 2%에 불과하

였지만 같은 해 USS 타이어 시장 성장률은 8%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

타이어는 2009년부터 총 5년에 걸쳐 USS 타이어 

상품을 상용화하여 생산 중에 있다. 또한 USS 타

이어 기술 개발 성과로 2013년 대한민국 기술대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USS 타이어는 트럭의 복륜을 단륜으로 대체하는 

기존의 슈퍼 싱글(Super Single) 타이어보다 NSW 

(Nominal Section Width)가 넓고(425mm 이상), 편

평비(65시리즈 미만)가 낮아 안정적인 벨트 내구 

성능 및 접지 형상 확보가 매우 어렵다. USS 타이

어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타이어는 

벨트 세이프티 마진(Belt Safety Margin) 향상과 접

지 형상 최적화를 위하여 특수 보강 구조인 스파

이럴 코일(Spiral Coil) 및 초저편평 타이어 프로필

(Pro� le) 설계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2014년에 출시

하였다.

이로써 한국타이어는 미쉐린, 브리지스톤 다음으

로 특수 보강 구조를 갖는 세계 세 번째 시판 상

품을 보유하게 되었다. 더불어 다중 스파이럴 코

일 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상품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USS 타이어의 핵심인 스파이럴 코일은 한 가닥

의 코드(Cord)를 연속적으로 나선(Spiral) 형태

로 감음으로써, 타이어 내부 벨트(Belt) 세이프티 

마진(Safety Margin)을 향상시켰다. 또한 트레드

(Tread)부의 휨 강성(Bending Sti� ness)을 높여 변

형을 방지하고, 안정적 접지 형상을 유지하며, 또

한 타이어 마모를 고르게 하고, 안정적인 트랙션

(Traction)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 기술로 미국 정부 인증기관

의 품질 및 친환경 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

(DOT 내구평가 및 미 EPA Smart-Way 인증 기

준 초과 만족)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체 필드(Field) 차량 평가에서도 경쟁사 대

비 동등 이상의 마일리지(Mileage) 성능을 보였다.

출처 : 특허청, 등록특허 10-1232135

<그림 1-38> 중하중용 타이어의 벨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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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글로벌 타이어 기술 도전

가. 런플랫 타이어

런플랫 타이어(Runflat Tire)는 타이어 내부공기

압이 ZP (Zero Pressure) 상태에서도 차량이 시속 

80km/h 속도로 총 80km 이상 주행 가능한 타이

어를 말한다.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하면 타이어 

펑크 시에도 차량 컨트롤이 가능하고 일정 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하여 차량 및 승객의 안전과 편

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런플랫 타이어는 펑크가 

난 상태에서도 차량 주행이 가능하도록 타이어의 

찌그러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단한 사이드월

(sidewall)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 타이어에 비

하여 사이드월을 지지하는 서포트 고무를 더 삽

입하여 상하 방향뿐 아니라 좌우 방향의 하중과 

압력에도 큰 변형 없이 강력하게 버티는 구조이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드라이빙 도중 펑크로 인

하여 갑작스럽게 가해지는 외력·하중 변화 등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1990년대 타이어 공기압 저하로 인한 타이어 펑

크로 차량 전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사망사

고가 잇따르자 타이어 펑크 시 차량 안전성 문제

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000년 5월 미국 운

수성의 자동차 리콜 규정인 「차량리콜 개선, 책

임 및 서면신고에 관한 법률(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Act, TREAD)」과 2003년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센서(TPMS)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

면서 타이어 안전규제가 강화되자 런플랫 타이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금호

타이어가 런플랫 타이어 개발에 뛰어들어 1999년 

국내 최초로 런플랫 타이어를 개발하였다. 이후 

런플랫 타이어는 타이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며 모든 타이어 회사가 런

플랫 타이어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런플랫 타이어는 2000년대 초반 고급차 위주로 

보급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

었다. 런플랫 타이어는 펑크가 발생해도 완전한 

차량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며, 목적지까지 이동

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타이어 수리가 가능하다. 

그에 따라 별도의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 없기 때

문에 차량의 공간 절약과 중량 절감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EU Labeling 제도 실시와 함께 저연비+

고안전+고성능 타이어 개발이 타이어 업체의 필

수항목이 되었다. 또한 저연비와 고안전이라는 상

호배타적인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타이어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시장 지배적인 런플랫 타이어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

한 핵심 응용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 선점이 필요

하다. 1세대 런플랫 타이어가 기본적인 런플랫 기

능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2세대 런플랫 타

이어는 중량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런플랫 기술의 가장 진화된 형태인 3세대 런플랫 

타이어는 기존 안전에 대한 성능은 유지하면서 

회전저항(LRR - Low Rolling Resistance)을 낮추

어 연비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승차감에서도 

일반 타이어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편안함

을 추가하였다.

특히 런플랫 타이어의 핵심 개발 기술은 기본적

인 Zero 공기압 성능(ZP 성능), 중량 감소 외에도 

사이드월 고무의 발열 제어를 통한 내구성능 개

선 및 승차(Ride) 성능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 일

반 타이어와 같은 수준의 연비와 젖은 노면(Wet) 

제동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능과 함께 런플랫 

기능을 갖는 타이어를 만드는 기술이 현재도 개

발되고 있다. 2014년에는 넥센타이어도 런플렛 타

이어 개발에 착수하였다.

나. 레이싱 타이어

레이싱 경기용 타이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기술력 향상에 큰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레이싱 

경기용 타이어 개발에 활용된 기술이 UHP (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

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브리지스톤은 ‘포텐자 

RE - 11S TYPE WS2’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레

이싱 중 최고 등급인 F1급 레이싱 타이어 기술로 

개발된 타이어이다. 구동력, 제동력, 핸들링 수준

이 높은 구조와 심리스 스텔스 패턴을 기반으로 

모터스포츠에서 얻어진 배합 기술이 응용된 새 

컴파운드가 접목되었다.

미쉐린은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15년 연속 우승

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의 혁신 기술이 적용된 

‘파일럿 슈퍼 스포츠’라는 UHP 타이어 개발에 성

공하였다. 레이싱 타이어 개발 기술력 보호를 위

하여 레이싱 타이어, 그 중 F1 타이어 개발 및 관

련 기술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다. F1 타이어 

제조사들은 자사 F1 타이어의 조성, 고무 배합 비

율 등에 대한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F1 경기 후에 찢어진 타이어 조각까지 일

일이 수거해 간다.

최근에는 그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하여 F1

을 비롯한 여러 레이싱 타이어에 이산화탄소

(CO2) 저감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

고 있다. 지난 2010년 FOTA (Formula One Teams 

Association)는 2011년부터 2013년의 3년 동안 CO2

를 15%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O2 감축에

도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

체들은 연비 향상을 위한 그린타이어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2008년부터 연비 

향상을 위한 컴파운드 및 회전저항 저감 기술의 

도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타이어에 녹색띠를 사용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1992년 레이싱 타이어와 일반 타

이어의 중간 성격을 가짐으로써 서킷과 일반 도

로 주행이 모두 가능한 세미슬릭 레이싱 타이어 

Z200을 출시하였고, 1998년에는 마른 노면 전용

의 슬릭 타이어 개발에 성공하였다. 2005년에는 

1세대 레이싱 상품 개발과 함께 고(高)그립을 위

한 폴리머 및 카본 블랙 적용 기술, 고강력·고강

도 카카스 코드 적용 기술, 고강성 사이드월 고

무 적용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이어 2세대 기술

<그림 1-39> 3세대 런플랫 타이어

출처 : 한국타이어, http://www.hankookt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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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돌입하여 2006년부터 2세대 카본 기술과 

고그립 컴파운드를 개발하였다. 동시에 멀티 트레

드를 적용하였다. 또한 경량화를 위한 설계기술

도 함께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원천기술들

은 일본 Super GT, 독일 뉘버그링 24시, DTM 등 

세계 유명 경기에 참가 및 공급되고 있다.

F1 타이어는 국내 기업으로는 2007년 금호타이

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2013년 넥센타이어

는 세미슬릭 타이어 개발을 통하여 스트리트 레

이싱(Street Racing) 경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고그립 컴파운드를 적용한 신규 세미

슬릭 타이어를 개발하여 미국 포뮬러 드리프트

(Formula Dri� ) 경기에서 종합 2위의 쾌거를 이루

는 등 레이싱 타이어 개발로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다.

다. 비공기식 타이어

세계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

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다른 유해물질의 원천적인 반입 금지도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친환경 타이어 개발이 더

욱 필요해졌다. 타이어는 여러 층의 고무와 복합

체로 구성되어 복잡하고 유해할 수 있는 제조공

정을 거친다. 또한 사용 중 마모 분진이 발생하고 

폐기 시에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타이어로 인

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레탄 유니 소재 활용 친

환경 타이어 제조기술이 탄생하였다. 우레탄 유

니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타이어는 기존의 고무 

타이어에 비하여 소재, 제조공정,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선순환의 사이클을 가진 제품이다. 

이 제품은 환경친화성을 지닌 동시에 기존 타이

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청정 생산 기반 기술

로 에너지 사용과 유해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경량화를 통한 CO2 배출량 

저감, 에너지 사용효율 증대, 소재 구성요소의 단

순화, 독창적 특성 개선, 통합 재활용이라는 혁신

적 3R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추구한다.

공기압 방식의 기존 고무 타이어 기술은 약 70년

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연비 개

선 및 내구 수명 향상에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

요해졌다. 2017년 기준 세계 타이어 업계는 공정

성 및 안전성이 개선된 새로운 타이어 기술들을 

극비리에 개발 진행 중으로 개발 완료 후 기술 표

준 선점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에 힘쓸 것으

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2011년 한국타이어에서 

NPT, 즉 비공기식 타이어(Non-pneumatic Tire) 

구조설계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우레탄 타이어 제

조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여 1차 시제품이 제작되

었다. 이어 2012년에는 스포크 금형이 개선되고 

우레탄 타이어에 적합한 트레드부 패턴으로 개

발된 비공기식 타이어가 제작되었다. 2013년에는 

최적의 스포크 및 트레드 구조를 갖춘 시제품이 

개발되었고, 2014년과 2015년에 개선된 비공기식 

타이어가 등장하였다. 실차 필링 테스트(Feeling 

Test) 결과 기존 공기식 타이어와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달성하였다.

라. 실란트 타이어

2000년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

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의하여 자동차 리콜 규정인 

TREAD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 Act)가 제정되었고, 

자동차 안전규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의 중요성이 새롭게 떠올랐다. 이로써 세이

프티(Safety) 타이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

다. 이후, 공기압이 상실되더라도 주행이 가능하

거나, 외부 손상에 의한 공기압 손실을 최소화하

는 세이프티 타이어가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세이

프티 타이어로는 런플랫(Run� at)과 실란트 타이어

(Sealant Tire)를 들 수 있다.

실란트 타이어는 타이어 내구(Inner Liner) 내부에 

특수 개발된 실란트 물질을 도포하여 외부 충격

이나 물질에 의하여 구멍이 발생할 때, 스스로 구

멍을 메워(Sealing) 공기압을 유지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이는 기능성 고분자 나노 화합물에 의한 

자가봉합(Self-s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실

란트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 대비 중량이 약 10% 

정도 높지만 승차감과 제동성능, 핸들링 성능 및 

소음 정도는 일반 타이어와 동등한 수준이다. 금

호타이어는 2014년 국내 최초로 실란트 타이어를 

개발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부터 실란트 타

이어 개발을 위한 실란트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

하였고, 2015년 국내 최초로 실란트 물질을 자체 

개발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15년 이 기술을 적용한 OE 타이

어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역시 

2017년부터 국내 시장에 실란트 타이어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실란트 타이어는 트

레드 부분에 못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발

생된 5mm 이내의 공극으로 공기가 누출되더라도 

내구층에 고르게 도포된 실란트 물질이 이를 즉

각 봉합하여 추가적인 공기 누출을 차단시킨다. 

실란트는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

문에 취급하기가 까다롭고, 상당량의 비활성 액

상 고무가 포함되어 가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또한 타이어 이너 표면에 도포된 실란트는 장

기간 동안 다양한 고열에 노출되어도 부착력, 내

노화성 및 실링 성능이 동등하게 구현되어야 하

기 때문에 재료 개발 및 제조에 상당한 기술력이 

출처 : 한국타이어, http://www.hankooktire.com

<그림 1-41> 실란트 타이어

출처 : 한국타이어, http://www.hankooktire.com

<그림 1-40> 비공기입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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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마. 사일런트 타이어

2000년대 들어서며 고성능 차량 개발 가속화에 

따라, 고기능 타이어의 개발이 필연적으로 수반

되고 있다. 고성능을 위한 타이어는 UHP 타이어

와 같이 우수한 주행 성능과 제동 성능을 위하여 

트레드 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사이드 월의 높

이(편평비)는 55 이하의 로우 시리즈(low series)가 

적용되어 타이어 구조상 사이드 월의 강성이 커

진다. 이러한 이유로 고성능 타이어는 일반 타이

어에 비하여 구조 진동 소음에 취약하다. 특히 노

면으로부터 입력되는 충격이 내부로 가진(加振)

되어 타이어 내부에 채워진 공기층을 진동시킴으

로써 공명음을 발생시킨다.

이 특유의 이상소음은 타이어 서스펜션 등과 연

결된 부품을 따라 차량 실내로 전달되어 운전자

가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타이어 공명음을 개선

하기 위해서, 트래드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거

나 굽힘(Bending) 강성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설

계 변경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명음을 개선하

기 위한 이 같은 변경은 다른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쉽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하여 타이어 업계에서는 타이어 내부 공

간에 변화를 주어 타이어 공명음을 저감하는 기

술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타이어 내

부에 폼(Foam)이 부착된 흡음 타이어 개발로 이

어졌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6월 마제스티 솔루

스를 기반으로 하여 타이어 공명 소음을 한층 더 

줄인 저소음 타이어를 출시하였다. 바로 공명음 

저감 타이어이다. 이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

음 중 하나인 타이어와 노면 간 발생하는 소음의 

실내 유입을 억제하여 운전자의 쾌적한 주행환경

에 일조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의 트레드 내

부에 다공성 폴리우레탄 폼(foam, 흡음재)을 부

착하여 타이어 공명음을 감소시켰다. 흡음재 형

상 및 재질을 최적화한 ‘K-사일런트 시스템(silent 

system)’ 이라는 자체 기술을 적용하였는데 이 기

술의 핵심은 타이어에 부착하는 흡음재의 디자

인, 면적, 폭 넓이 등을 감안한 형상 설계이다. 금

호타이어는 업계 최초로 2015년 K-silent system을 

개발하고 흡음재의 형상과 재질에 대한 국내 특

허 등록을 마쳤으며, 2017년 기준 해외에서도 독

자적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일반 타이어와 사일런트 타이어(Silent tire)를 자체 

비교 테스트한 결과 금호타이어의 사일런트 타이

어는 자사의 기존 제품 대비 4.5dB의 공명 소음

이 감소하고 이때 운전자가 느끼는 소음이 약 8%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성능

(Ride & Handling·주행감)과 라벨링 성능(Rolling 

Resistance, Wet Gip) 등 품질과 내구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명 소음만 감소시켜 안락하고 편안

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흡음재의 재질

이 중요하며, 흡음재의 내구력과 부착력을 높이

는 것이 핵심이다.

타이어 내부에 부착되는 폴리우레탄 폼이 겨울의 

가혹한 조건에서도 충분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어

야 하므로 금호타이어는 중국에서 실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음 성능은 만족스러웠으

나 저온(영하 15도)에서 흡음재가 파손되는 경우

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흡음재의 재질, 

내구력, 부착력을 개선하였고, 수많은 검증을 거

쳐 저온 내구력 평가, 열 충격 평가, 부착력 평가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최종 검증 단계에서 흡

음재가 파손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 실란트(Sealant)라는 신물질

을 개발하여 이를 흡음타이어에 활용하였다. 이

너라이너 내부 면에 실란트 물질을 이용하여 에

테르(Ether)계 폴리우레탄 소재의 시트(sheet) 형상

의 폼(foam)을 부착하였다. 이는 차량 주행 중 발

생하는 모든 외부 충격 및 사용 환경조건에서 접

착성능을 유지하며, 타이어 내부공간에 의한 소

음 발생 특성을 흡수하고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공명음 피크 크기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흡음 타

이어는 일반 타이어가 가지는 주요 성능을 그대

로 유지하며, 차량 민감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

지만 200Hz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공

명소음 피크를 최소 5dB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운전자에게 편안한 정숙

성을 제공하고, 피로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6년 Audi에 흡음타이어 공급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17년 엔페라 AU7을 출시하면서 

주행 시 타이어 내부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명음을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특허기술인 NRS 

(Noise Reduction System) 흡음 블록(Block)을 적용

하였다. 이와 같이 넥센타이어는 프리미엄 차종

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 시판하고 있다.

바. 신기술 개발과 해외에서의 위상

타이어는 크게 레이싱 타이어와 화물용 타이어

의 두 가지 조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나는 F1 레이싱에 사용되는 타이어다. 이는 

큰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볍고, 얇게 만들

어 300km/h 이상의 고속 주행성능에 적합하도록 

제작된다. 다른 하나는 대형 화물용 타이어다. 이

는 고속주행이 필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껍

타이어 회사별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란트 타이어의 경우 각종 가혹한 조건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실내 시험의 경우 저온시험은 

–30℃~-25℃에 해당하는 극저온에서의 실란트의 자가봉합 

성능을 못을 제거한 후와 못이 박혀 있는 상태 모두에 

대하여 평가한다.

고온시험의 경우 최대 100℃ 이상의 고온영역에서 실란트의 

자가봉합 성능을 못 제거 및 박혀 있는 상태 조건에서 

저온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실외시험의 경우 북유럽의 

저온지역과 사막과 같은 고온지역에서는 주행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며, 고속주행 시험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의 시험이 

불가능한 관계로 주행시험장에서 새 타이어와 유사한 

고속주행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출처 : 한국타이어, http://www.hankooktire.com

<그림 1-42> 사일런트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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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튼튼하게 제작하여 큰 하중에 견디도록 한다. 

문제는 고속주행과 큰 하중 모두를 요구하는 영

역이 있다는 것이다.

B-747-400의 경우 기체(機體) 무게가 380톤으로 

타이어당 약 21톤의 하중이 걸리고, 최고 속도는 

420km/h에 달한다. A380-900은 기체 무게 560

톤인데 20개의 타이어가 사용되어 타이어 하나에 

28톤의 하중이 걸린다. 승용차의 경우 약 2기압

인 33psi를 주입하는데 비하여 항공기는 질소가스

를 200psi 넣는다. 그런데 착륙 시 충격에 의하여 

내부 압력이 900psi까지 상승한다. 이는 약 60기

압으로 수심 600m 해저의 압력을 견디는 것과 같

은 극단적인 사용조건인 셈이다. 이러한 성능을 

만족시키는 항공기용 타이어는 1,000만 원 정도

로 소형승용차 가격과 맞먹는다.

항공기용 타이어 개발을 타이어 기술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호타이어는 1996년 

국내 최초로 항공기용 타이어 개발에 성공하였

다. 또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

인 파워를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레

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

초로 6년 연속 수상(2012~2017)이라는 쾌거를 이

루었다.

1.5 탄소 산업

1.5.1 탄소 산업 등장과 전개

가. 탄소 산업의 정의

탄소 산업은 원유, 석탄, 천연섬유 등 탄소원자

를 주 구성성분으로 하는 소재를 대상으로 한

다. 이들 소재를 개질, 합성하여 전구체(前驅體, 

precursor)를 얻고 이로부터 인조흑연, 카본블랙, 

탄소섬유, 활성탄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을 

제조하고 표면 처리하여 최종 제품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과정은 탄소 산업의 중심이다. 이 소

재들은 자동차, 항공기, 디스플레이, 슈퍼캐퍼시

터, 전기로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나. 탄소소재의 분류

흑연, 카본블랙, 활성탄소 등은 구 탄소소재(old 

carbons)로,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은 

신 탄소소재(new carbons)로 분류된다. 그러나 구 

탄소소재조차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응용 분야가 확대일로에 있다. 2012년 12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시행된 ‘국내 C-산업 발전 

전략’에서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탄소소재로

서 다음의 6가지 분야가 선정되었다.

(1) 탄소섬유

1959년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가 레이온

계, 1971년 일본 도레이(Toray)가 아크릴계 탄소섬

유(carbon � bers)를 실용화하였다. 탄소섬유는 알

루미늄 등 기존 금속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우

수한 기계적 강도,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가진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초고온·초저온에 잘 적응할 

수 있다.

(2) 활성탄소

활성탄소(activated carbons)는 강력한 흡착성을 갖

도록 제조된 다공성 탄소이다. 흡착제의 특성을 

넘어 세공(細孔)크기를 알맞게 조절하면 슈퍼커

패시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료전지 등 무공해 

신에너지 시스템과 독성 유기가스 등의 흡착·제

거에 적용할 수 있다.

(3) 인조흑연

인조흑연(artificial graphite)은 콜타르 혹은 석유

정제 잔사유의 개질로 얻은 침상코크스(needle 

cokes)에 피치를 함침재로 섞어 2,800℃ 이상 열처

리하여 제조한다. 침상코크스는 제강용 전기로의 

핵심 전극봉과 슈퍼커패시터의 음극전극재로 부

각되고 있다.

(4) 카본블랙

카본블랙(carbon black)은 천연가스, 타르를 불완

전 연소시켜 제조되며 주로 타이어용 고무 보강

제로 응용되었다. 최근 특수 카본블랙이 개발되

면서 전극 도전제, 플라스틱 착색제 등으로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5) 탄소나노튜브

탄소나노튜브(CNT - carbon nanotubes)는 흑연면

이 원통형인 형태로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다. 탄화수소가스 방전법(arc), 금속촉매와 반응시

키는 화학증기증착법(CVD)으로 제조되고, 복합

재의 보강재, FED (Field Emission Display) 등 정밀 

측정장치의 전자방출원으로 응용 분야가 확대되

고 있다.

(6) 그래핀

그래핀(graphene)은 흑연구조의 얇은 층으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안드레 가임(A. Geim) 교수팀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여 흑연으로부터 처음

으로 몇 겹의 그래핀을 분리하였다. 그래핀은 최

고의 열전도체이자 전자이동체로서 최근 이를 다

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응용 

분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 탄소소재의 세계 및 국내 시장 전망

2012년 세계 탄소소재 종류별 시장 점유율은 <표 

1-11>과 같으며, 일반흑연과 카본블랙이 80%를 넘

는다. <표 1-12>는 선진국과 한국의 시장 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

에 비하여 매우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표 1-13>

은 국내 탄소소재 시장 전망을 보인 자료이다.

구분 흑연 카본블랙 탄소섬유 활성탄소 다이어몬드 CNT 그래핀

점유율 42.8 38.9 9.6 6.6 1.3 0.8 -

출처 : 김명수, 2012. 5.,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 발표자료

<표 1-11> 세계 탄소소재 종류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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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소재별 발달사

가. 탄소섬유

(1) 국내 탄소섬유 산업 발전사

1980년대 이후 국내 탄소섬유 산업은 자체개발시

도기, 기술도입기, 기술체화기, 기술선도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자체 개발 시도기

1982년 제일모직이 KIST 고분자팀에 탄소섬

유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전문가와 경험이 부족

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연구가 중단되었다. 1983

년 선경합섬(현 SK)이 한국기계연구원의 이한

훈 선임부장과 충남대학교의 이보성 교수와 함

께 탄소섬유 공업화를 시도하였다. 원료인 PAN 

(polyacrylonitrile) 프리커서와 탄화로는 각각 영국 

코톨즈(Courtaulds)와 독일에서 수입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 제품의 성능은 T300 및 T400급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몰락으로 탄

소섬유의 군사용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국제 수

요가 미미하였고, 프리커서의 국산화가 필요한 단

계였기 때문에 선경합섬은 공업화를 멈추었다.

② 기술도입기

1986년 제철화학(사장 : 김찬욱)이 영국 코톨즈

사에서 탄소섬유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T300급을 

생산하였으나 프리커서의 품질과 제조장비가 불

량하여 양질 탄소섬유 생산에 실패하였다. 1986

년 태광산업(연구소장 : 강홍신)은 일본 니끼소

(Nikkiso)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섬유를 공업화하고 

1992년 T300 및 T400급을 연간 60톤 규모로 생산

하였다. 그러나 도레이(Toray)의 저가 공세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 시기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개발이 병행되고 있었다. LG화학 플라스틱가공연

구소(소장 : 길기승)가 자동차 부품용 프리프레그

(prepreg)11)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탄소섬유의 가

격이 너무 비싸 상품화는 중단되었다.

③ 기술체화기

2010년경부터 국내 탄소섬유 소비량이 연간 약 

3,000톤에 이르자 여러 대기업이 탄소섬유 국산

화를 다시 시도하였다. 2012년부터 효성(회장 : 조

석래)이 2,000톤/년 규모 T700급 PAN계 탄소섬

유를 생산하였다. 태광산업도 2012년부터 연간 

1,500톤 규모로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었다. 한

국의 탄소섬유 생산을 극히 꺼려하였던 일본 도

레이사도 2013년 경북 구미에 도레이첨단소재를 

설립하고 2,200톤/년 규모 PAN계 탄소섬유를 생

산하게 되었다.

④ 기술선도기

T800급 탄소섬유는 일본의 수출 제한품목으로

서 도레이첨단소재는 한국에서 이를 생산하지 않

는다. 따라서 2015년 이후부터 효성과 태광산업

은 자체기술로 T800 및 T1000급 탄소섬유 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탄소섬유의 개발 역사는 

<표 1-14>와 같다.

(2)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전망

2005년 도레이가 세계 탄소섬유 수요를 연평균 

10% 증가로 예측하였으나 산업용, 항공기 부속품 

등의 수요가 늘면서 2007년에 연평균 15% 증가로 

수정하였다. <표 1-15>는 한국무역협회의 국내 

탄소섬유 수요 전망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19%

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일본 22.5 20.5 21.6 22.8 16.8

미국 20.4 23.6 20.3 23.2 25.9

독일 13.4 13.9 15.6 14.6 13.2

한국 2.3 2.2 1.9 1.7 2.4

출처 : 산업연구원, 2015,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 최종보고서, p.125., UN Comtrade 자료 참조

<표 1-12> 선진국과 한국의 탄소 산업 시장 점유율 (단위 : %)

출처 : 지식경제부·한국화학연구원, 2012. 9., C-산업발전전략 보고서, p.125,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표 1-13> 국내 탄소소재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8 2012 2015 2020 2025

탄소소재 1,455,478 1,934,687 2,437,969 3,725,026 6,007,955

개발년도 개발기업 주관 개발기관 개발성과 공업화 비고

1983~1985 선경합섬 KIMM/충남대 T400급 X ● 세계적 수요 없음

1986~1989 제철화학 제철화학 T400급 X
● 수입원료

● 장비불량

1990~1997 태광산업 태광산업 T400급 0

● PAN 프리커서 생산

● 일본의 저가 공세

● IMF 사태 

2012~2015 효성 효성 T700급 0 ● PAN 프리커서 생산

2012~2015 태광산업 태광산업 T700급 0 ● PAN 프리커서 생산

2013~2015 도레이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T700급 0 ● 일본 Toray 합작

출처 : 조동환, 2013. 1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교육자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표 1-14> 한국 탄소섬유 개발역사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5, 수출입자료

<표 1-15> 국내 탄소섬유 수요 전망

2008 2015 2025 연평균 성장률(%)

756 2,573 14,797 19.12

(단위 : 억 원)

11) 보강섬유를 결합재 수지로 함침시킨 시트(sheet) 형태의 복합재료 성형 

 을 위한 중간소재 즉, 직조상태 탄소섬유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시트를 여러 겹 겹치고 가열 프레스 장치로 압착하여 얻은 얇은 1D 혹 

 은 2D 판상 혹은 직조상 탄소소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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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본블랙

(1) 국내 카본블랙 산업 발전사

① 기술도입기

1968년 럭키와 미국 컨티넨탈카본(Continental 

Carbon)은 합작으로 럭키컨티넨탈카본 부평공장

을 건설하였다. 럭키컨티넨탈카본은 1969년 1만 

톤의 생산을 달성하였다. 1981년 제철화학(사장 : 

김찬욱)이 미국 애쉬랜드(Ashland) 지원으로 포항

공장을 건설하였고, 1992년 정우석탄화학이 일본 

도카이(Tokai)의 기술 지원으로 연간 5만 톤 카본

블랙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신설하였다.

② 기술체화기

럭키콘티넨탈카본은 1980년 여천공장을 신설하

였다. 198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1989년 부평공장은 연간 3만 톤, 

1992년 여천공장은 연간 3만 5,000톤의 생산규모

로 증설하였다. 이로써 럭키컨티넨탈카본의 연간 

생산량은 총 19만 5,000톤 규모가 되었다. 한국카

본블랙의 산업발전사는 <표 1-16>과 같다.

③ 기술선도기

동양제철화학은 1988년 생산규모를 연간 9만 톤

으로 증설하였다. 이어 광양에 연간 10만 톤, 

2011년에는 포항공장을 연간 18만 톤 규모로 증

설하고 2009년 사명을 OCI로 개명하였다. 2016년 

기준 OCI의 생산규모는 연간 28만 톤이 되었다. 

럭키컨티넨탈카본은 1999년 독일 에보닉데구사

(Evonik Degussa)에 인수되었고 2007년에 에보닉

카본블랙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2011

년에 다시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OEC - Orion 

Engineered Carbons)에 인수되었다. OEC는 2016

년 여수와 부평에 연간 22만 톤의 생산공장을 신

설하였다. 한편 미국 콜롬비안케미칼은 1999년 금

호석유화학 카본블랙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콜

럼비안 케미칼즈코리아(CCK)를 설립하고 2016

년 기준 연간 12만 톤의 특수카본블랙 생산을 시

작하였다. 국내 특수카본블랙의 시장 현황은 <표 

1-17>과 같다.

(2) 국내 카본블랙 산업의 전망

2011년 기준 세계의 카본블랙 시장규모는 약 15조 

원(14billion $), 수요는 연간 980만 톤으로 추정되

며 국내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62만 톤이다. 국내 

생산량의 약 90%는 일반 카본블랙으로 자동차, 

항공기 및 산업용 타이어 등 고무 관련 보강재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약 10%의 특수 카본블랙

은 일반 카본블랙의 약 2배 정도로 고가(2010 기

준 2,600US$/MT)이다. 그 중에서도 이차전지 등

에 사용되는 아세틸렌 블랙은 4,000~5,000US$/

MT 정도로 추정된다. 특수 카본블랙은 컬러블

랙과 전도성 블랙으로 구분된다. 컬러블랙은 산

업용 페인트·코팅·플라스틱과 섬유 착색제·인쇄

용 잉크 등에, 전도성 블랙은 전자부품 전도성 소

재·UV 차단재·이차전지 음극소재 등에 사용되

고 그 용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정 카본블랙(Clean Carbon Black)과 특수 카본

블랙 제조가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전도성, 발열성 등 탄소소재의 독특한 특성

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특수 카본블랙 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다. 활성탄소

(1) 국내 활성탄소 산업 발전사

① 자체 개발기

1960년대 초에는 왕겨와 톱밥을 원료로 쓰는 가

내 공업 형태로 활성탄소(activated carbons)를 생

산하였다. 1967년 제일탄소와 삼휘공업, 1974년 

신기화학, 1975년 일진산업, 1978년 삼미공업, 

1984년 유림탄소, 1985년 우성공업이 설립되었다. 

1988년에 설립된 유니온카본과 1989년에 설립된 

삼천리탄소 및 동양탄소는 현대적 다단로를 설치

하면서 생산 규모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 이전 한국 활성탄소 생산 업체는 약 

15~20개였고, 전체 생산량은 입상활성탄 약 1만 

톤/년, 분말활성탄 7,000톤/년 수준이었다. 주원

료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한 야자각을 태운 차

(char)이다. 이를 국내에서 활성화한 후 분쇄한 것

을 입상활성탄과 분말활성탄으로 나누어 정수장 

여과지용 및 담배의 필터용 등으로 대량 사용하고 

있다. 그 후 국내에 대단지 공단이 생기면서 정수

장 외 공단 종말처리장용 수요가 급증하였다.

한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경쟁을 완화하기 위

하여 1997년 16개 업체가 한국활성탄공업협동조

합을 결성하였고, 생산능력에 따라 공급량을 분

생산년도 생산기업 생산량 비고

1969 럭키컨티넨탈 10,000 미 Continental사 합작

1981 제철화학 - 미 Ashland사 지원

1992 정우석탄화학 50,000 일본 Tokai 기술지원 

1992 럭키컨티넨탈 195,000 여천, 부평공장 증설

2016 OCI 280,000 제철화학 → 동양제철화학 → OCI로 개명(2009)

2016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220,000 럭키컨티넨탈 → Degussa → OEC

2016 콜럼비안코리아케미칼 120,000 CCK

출처 : 지식경제부·한국화학연구원, 2012. 9., C-산업발전전략 보고서, p.113

<표 1-16> 한국카본블랙 산업발전사 (단위 : 톤)

구분 플라스틱 잉크 페인트 도전재 합계

수량 27.6 6.0 3.4 13.0 50.0

비율(%) 55 12 7 26 100

출처 : 지식경제부·한국화학연구원, 2012. 9., C-산업발전전략 보고서, p.115,카본블랙 2011년감 참조

<표 1-17> 국내 특수카본블랙 시장 현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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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의 

생산업체는 중국 등으로부터 활성탄소를 수입하

였기 때문에 국내의 생산시설의 가동은 중단되고 

기술자 양성도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② 기술선도전환기

1980년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우근 박사는 첨

착활성탄소를 개발하였다. 그 후 이우근 박사는 

카엘을 설립하고 여러 종류 금속 첨착활성탄소를 

개발하였으나 수요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슈퍼 

커패시터, EDLC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및 군용 방독면 정화통에 적용되는 첨착활성탄

은 전량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되었다. 2016년 일

본 구라레이(Kuraray)와 제휴한 루벤리, 중국 파워

카본테크롤로지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GS칼텍스 

등이 새로운 타입 활성탄소 제조를 위하여 공장

을 세웠다.

(2) 국내 활성탄소 산업의 전망

최근 활성탄소 응용분야가 급속히 확장됨에 따

라 신에너지원인 슈퍼 커패시터나 전지 전극으로 

금속 첨착활성탄소, 섬유상 활성탄소 등 새로운 

타입의 기능성 활성탄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과거 폐활성탄소는 특수폐기물로 재사용할 

수 없었는데, 최근 국가가 법적으로 생산업체에 

폐활성탄소를 재생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활성탄소 생산업체들은 기능성 활성탄

소 개발과 더불어 멈추었던 시설의 가동률을 높

이고 있다. 2005년 미국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플

루가스(� ue gas) 내 수은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하

여 CAMR (Clean Air Mercury Rule)을 제정하였다. 

2015년부터 이 시행령을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미

국의 분말활성탄 소비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 내 전체 활성탄소 소비량은 분말활성탄소의 

2.7배이다. 세계 소비량은 미국 소비량의 약 3배이

므로, 활성탄소 세계시장은 2015년 약 2조 8,000

억 원에서 2025년 약 8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은 

10.8%에 이를 것이다. 한국도 새로운 환경오염원 

규제에 따라 활성탄소 소비량은 2015년부터 2025

년도까지 연평균 7.9%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활성

탄소의 응용 분야는 다양하다. 정수, 군사용 방

독면 정화통 및 슈퍼 커패시터 외에도 정보·전자 

분야 고순도 원료의 분리정제, ppb 수준의 극 초

청정 클린룸용 케미컬 필터, 신재생에너지 저장소

재, 온실가스 분리 소재, 농업·바이오 분야 미생

물 담체,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연료 전달 계

통과 유증기 회수 등의 핵심소재로서 활성탄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활성탄소의 세계 및 국내 

시장의 전망은 <표 1-18>과 같다.

라. 인조흑연

(1) 국내 일반 흑연 및 인조흑연산업 발전사

① 기술개발기

인조흑연(artificial graphites)은 1970년 청계천에서 

개업한 한가람(사장 : 한순윤)이 수입 흑연블록

을 자동차 브러시 등으로 가공·판매한 것이 효시

이다. 1975년 승림물산이 설립되었고, 1978년 영

국계 가람카본(사장 : 박성훈)과 1996년 프랑스계 

카본로렌코리아(Carbone Rorraine Korea, 사장 : 

양현석)가 각각 세워졌다. 이 회사들은 흑연블록

을 자동차 브러시나 기계 구조 부품으로 가공·

판매하였다. 포항제철은 제강공정 핵심소재인 인

조흑연 전극봉을 중국 길림탄소와 일본의 도카

이카본, 도요탄소에서 수입하였다. 인조흑연 개발

을 위한 한국의 최초 연구는 포항산업기술연구

소(RIST, 팀장 : 박양덕)에서 1995년부터 산업자

원부 과제로 수행되었으나 IMF 외환위기 발생으

로 중단되었다. 고가의 생산설비를 추가로 구축

할 수 없어서 목표로 하는 인조흑연의 물성을 달

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② 기술선도전환기

1989년 한가람이 새론소재로 사명을 바꾸었고, 

1996년 가람카본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탄

소-불소수지 복합재 등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

기 시작하였다. 가람카본은 2002년 모간으로 기

업명을 변경하였다. 승림은 1998년 독일의 슝

크(Schunk)와 합작한 후 슝크카본테크(Schunk 

Carbon Tech)로, 카본로렌코리아는 2010년 메르

센(Mersen)으로 개명하고 기능성 흑연 제품을 

개발하면서 일반 흑연의 수요를 크게 확장시키

고 있다. 인조흑연 전극봉은 침상 코크스(needle 

cokes)로 제조한다. 이 침상 코크스는 콜타르 피

치 혹은 석유정제 잔사유를 개질하여 메조페이스

(mesophase)피치를 만든 후 이를 소성하고 분쇄하

여 얻는다. 국내 인조흑연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2013년 포항에서 포스코켐텍이 일본 도카

이와 합작으로 연간 4,000톤 규모의 등방성 인조

흑연 불록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그즈음 태양광 

산업의 위축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3년 일본 

이비덴이 연간 7,800톤 생산규모의 이비덴그라파

이트코리아(Ibiden Graphite Korea)를 준공하고 현

재 인조흑연을 생산하고 있다.

(2) 국내 흑연 산업의 전망

세계 및 국내 인조흑연 수요 전망은 <표 1-19>와 

같다. 세계 수요는 2018년 기준 약 290만 톤으로 

연평균 5.6%, 국내 수요는 약 4.2%로 성장할 전망

이다. 흑연소재는 제강공정 전극봉 외에도 야금, 

내화물, 기계제품, 고체 윤활재, 배터리, 브레이

구분 2015 2020 2025 연평균 성장률(%)

세계 28.4 48.1 80.3 10.8

국내 1.4 2.0 3.0 7.9

출처 :   한국산업연구원, 2015. 11.,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수립연구 

최종보고서, p.39 ; Roskill Information Services Ltd., 2013, “Activated 
Carbon”, 9th edi.

<표 1-18> 활성탄소의 세계 및 국내 시장 전망 (단위 : 천억 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CAGR(%)

세계 1,297 1,820 2,205 2,945 3,825 5.6

한국 69.7 87.9 107.5 132.7 159.5 4.2

출처 : The Freedonia Group Inc., 2014, 
 한국산업연구원, 2015. 11.,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수립연구 최종보고서, p.77, 79

<표 1-19> 세계 및 국내 인조흑연 수요량 및 전망 (단위 : 천 톤)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1장
일반화합물 산업

152 153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크 패드, 브러시, 고온공정의 반응로, 자동차 및 

항공기 등 운송기구의 핵심부품으로 응용되고 있

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포항제철(포스코켐텍), 

한화, OCI, GS칼텍스, 현대제철이 고품질 인조흑

연 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침상코크스(needle 

cokes)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메조페이스 

피치 제조가 매우 까다로운 데다 전문가들도 부

족하여 아직도 공업적 규모로의 발전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OCI는 2012년 군산에 연간 1,000

톤 규모의 파일럿 공장을 준공하고 새만금 산업

단지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침상코크스 공장 설

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포스코켐텍이 일본의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침상 코크스 생산공장을 

준공함에 따라 OCI의 상업화 공장 건설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마. 탄소나노튜브

(1) 국내 탄소나노튜브 산업발전사

① 기술개발기

세계의 탄소나노튜브(CNT - Carbon nanotubes) 산

업은 대체로 2010년 이후 발전하고 있다. 국내 탄소

나노튜브 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출발은 다소 늦

었지만 응용 분야 개발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② 기술선도전환기

국내 CNT 생산능력은 2010년 약 200톤, 2015년

에는 약 250톤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 현

재 국내 탄소나노튜브는 대부분 소기업에서 생

산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에 대해서는 순도 향

상과 투명전극으로의 이용 등 응용 제품의 개발

과 더불어 원가 절감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CNT 및 복합재의 시장의 현황과 전망은 <표 

1-20>과 같다.

(2) 국내 탄소나노튜브 산업의 전망

국내 CNT 수요는 미미하여 양산장비의 약 20% 

정도가 가동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 비싼 가격

과 CNT 복합재의 신뢰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CNT 투명전극이 상용화되면 CNT의 가격

이 50$/g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LG화학, 제일

모직, 삼성 등이 성균관대학교 이영희 박사팀, 고

려대학교 이철진 박사팀과 연계하여 CNT 전도

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였다. 이들 회사들은 모바

일 장착용 투명전극, 전기전도성 복합재 등 다양

한 CNT 응용 제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시장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향후 고전

기전도성, 전자기차폐용 복합재, 발열·방열 복합

소재 및 LED 조명 적용 CNT가 저가로 양산되면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

측된다.

바. 그래핀

(1) 국내 그래핀산업 발전사

① 기술개발기

KAIST와 ETRI(전자통신연구원)는 세계 최초로 

산화그래핀을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 개

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포항공과대학교는 그

래핀(graphenes) 양자홀 효과를, 서울대학교는 그

래핀과 ZnO 나노막대를 융합한 발광소자를 연구

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연구팀은 세계 최초

로 롤투롤(roll-to-roll) 공정기술을 이용한 고품

질 그래핀 대량 합성법을 개발하였다. 삼성전자

는 그래핀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의 가능성을 

보였고, 포스코 등은 원료생산 및 복합소재로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② 기술도입기

한화와 포스코가 미국 XG Science사의 지분을 각

각 20%, 15% 매입하고 2017년 기준 투명전극 등 

새로운 기술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다. 일진 

및 동진세미켐도 앙스트론 머터리얼즈(Angstron 

Materials)로부터 그래핀을 수입하여 에너지 저장 

및 전자파 차폐막 등을 연구하고 있다.

③ 기술선도전환기

삼성테크윈에서 상용화한 그래핀 합성기술과 투

명전극 제조기술은 세계적 기술로서 그래핀 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다른 기업체들도 세계적 

응용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 국내 그래핀 산업의 전망

2018년 기준 각 대학, 기업연구소, 중소기업은 초

경량, 고강도 박막 그래핀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특수 고분자 복합재, 전자파 차폐필름, 

전기차용 신형 배터리 음극소재, 태양광 등 신에

너지 생산소재 등에서 다양한 응용 제품이 개발

되면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3 탄소 산업 기술 고급화 과제

세계적으로 신탄소 재료의 출현이 오래되지 않았

기 때문에 CNT, 그래핀 등의 상업화 기술 역사는 

짧은 편이다. 이는 오히려 이 분야 연구 수준이 세

계적인 우리나라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국내 탄

소산업 기술고급화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구분 2015 2020 2025 연평균 성장률(%)

세계
CNT 1.8 3.1 5.3

11.2
복합재 30.4 51.6 87.8

국내
CNT 0.05 0.09 0.15

11.6
복합재 0.7 1.2 2.1

출처 : 산업연구원, 2015. 11.,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수립연구 최종보고서

 산업연구원, 2011
 BCC research, 2012

<표 1-20> CNT 및 복합재의 시장 현황과 전망 (단위 : 천억 원)

●   피치, 침상 코크스 등 중간원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자립화

●   연구 인력과 연구의 지속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가는 탄소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체계적·집중적인 기술지도

●   탄소소재 산업의 상용화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분석·시장분석·기업분석하여 사업화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관

●   여러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의 연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유도하고, 예산 등의 

효과적 운영

●   정부는 탄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R&D 지원, 투자 유치, 

세제 감면 등으로 관련 산업체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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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zer Industry

비료 산업

2.1 비료 산업

2.1.1 비료 산업의 이해

비료 산업은 한국 농업 생산량 증대에 직접 기여

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한국 중화학공업화, 더 나

아가 한국 산업화의 출발점이라는 큰 상징적 의

미를 지니고 있다. 비료 산업은 농업과 긴밀한 관

련을 맺고 있지만 기간 산업으로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 비료 산업은 대규모 화학 장치

산업이자 질산, 인산, 황산 등 정밀화학 관련 제

품의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소재 산업으로서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매

우 크다. 비료 산업에 대해서는 보릿고개를 극복

하고 녹색혁명을 가능하게 한 주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토양의 산성화와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주범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금비(金肥)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였던 무기질비료

(화학비료)는 주곡인 쌀의 생산량을 늘려 보릿고

개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였다. 이 점에서 비료 산

업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던 농민들로부터 

고마운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료 산업 및 

학계, 정책 담당자들도 같은 평가를 내린다. 한편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 주도로 비료 산

업이 육성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등장함에 따

라 농민들이 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1990년

대를 거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국제적 비교

를 통하여 볼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이 같은 비

료 사용은 토양 산성화 등 환경에 대한 큰 부담

으로 이어졌다는 인식 역시 적지 않다.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

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

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즉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하여 토양에 주는 

물질이 비료이다. 직접 식물의 양분이 되는 물질

뿐 아니라 토양을 개량하거나 그 밖의 작용으로 

작물의 수확을 높이는 물질도 비료의 범주에 포

함된다.

비료 개발은 20세기 녹색혁명의 주역으로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 101가지 중 46위에 선정

되기도 하였다. 비료의 종류는 한정되지 않고 여

러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료의 

분류법 역시 매우 다양해 원료에 따라 유기질비

료와 무기질비료(화학비료)로 나누기도 한다. 비

료 공정규격은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

분한다. 비료 공정규격에 따른 분류는 <표 2-1>과 

산업 개별산업 제품군

비료산업

보통비료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그 밖의 비료

부산물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출처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진청 공고 제2012-152호

<표 2-1> 비료 공정규격에 따른 분류(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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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보통비료에는 모두 9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

선 질소를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질소질비료가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질소질비료

에는 황산암모늄(유안, Ammonium Sulphate), 요

소(Urea), 질산암모늄(질안, Ammonium Nitrate), 

석회질소(Calcium Cyanamide), 염화암모늄(염

안, Ammonium Chloride),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칠레초석(Sodium Nitrate), 질산희토

(Bastnasite Nitrate), 완효성 질소비료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인산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인산질

비료가 있다. 광의의 인산질비료는 인산 성분

을 함유한 비료를 총칭하나 협의로는 인산 성

분만을 함유한 단비만을 가리킨다. 광의의 인

산질비료에는 과린산석회(과석, SSP - Single 

Superphosphate), 중과린산석회(중과석, TSP - 

Triple Superphosphate), 용성인비(Fused Magnesium 

Phosphate), 용과린(Fused Superphosphate), 소성인

비, 메타인산염 비료, 인산암모늄 (Ammonium 

Phosphate)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칼리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칼리질비

료가 있다. 칼리질비료는 무기능칼리와 유기능

칼리로 분류된다. 무기능칼리에는 탄산염, 초목

회, 황산칼륨(SOP - Potassium Sulphate), 염화칼

륨(MOP - Potassium Chloride) 등과 같은 수용성 

칼리와 규산염 회류의 일부, 시멘트다스트 등의 

불용성 칼리가 있고 유기능칼리에는 쌀겨, 녹비 

등이 있다.

네 번째로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을 함유하도록 제조된 복합비료가 있다. 

그 밖에 석회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석회질비료, 

규산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규산질비료, 고

토(MgO)를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고토비료,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 성분으로 보

증하는 미량요소비료가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않

는 그 밖의 비료에는 제오라이트, 아미노산 발효

부산 비료, 상토 등이 포함된다.

부산물비료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

료로 하여 부숙(腐熟)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부

숙유기질비료, 유기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성분을 일정량 이상 보

증하는 유기질비료, 그리고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미생물비료(토양효소제제 

포함)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12종 비료 각각의 

산업적 중요성이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실

제 국내 비료 시장은 무기질비료, 부산물비료(유

기질비료 포함), 기타비료(규산질, 석회질) 시장으

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비료 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변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 1950년대 후반 턴키 방식으로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무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

였다. 이후 단계적으로 기술 능력을 확보해가면서 

비료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었다. 비료 생산은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소수의 

공기업들이 비료 산업을 주도해나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무기질비료의 완전 자급을 

달성함으로써 주곡인 쌀의 자급을 의미하는 녹색

혁명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료의 수요가 한

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의 등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료 산업은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

다. 1980년대 들어 비료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료 공기업의 민영화도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유기질비료

가 대두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수출을 통하여 

비료 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 비료 산업의 변화상을 

각 시기마다 대표하는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면

서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발

전에서 비료 산업이 차지하였던 역할과 그것의 변

천, 그리고 비료 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료 산업의 특성상 개별 

기술이나 제품 중심의 기술사보다는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또

한 비료 산업 전반을 다루지만 비료 산업 내 현

실적 비중 차이 때문에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중

심으로 서술을 하고자 한다.

2.1.2 흥남비료 공장에서 충주비료 착공까지

(~1950년대)

일제강점기의 비료 정책은 퇴비증산 등 자급비료 

증대에 초점을 두었다. 소규모의 무기질비료(화학

비료) 공장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있었지만 생

산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1930년 흥남비료공장

이 준공되면서부터 화학비료 생산이 본격화되었

다. 1930년 1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던 조선수전

과 질소비료 제조를 위하여 설립된 조선질소비료

가 합병되어 대규모의 조선질소비료가 설립되었

다. 이 회사는 황산암모늄 48만 톤, 황산인산암모

늄 17만 톤을 생산할 수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질소비료 공장이 되었다. 이는 세계 질

소비료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였다. 이 공장

은 1934년부터는 과인산석회를, 1936년부터는 석

회질소를, 1941년부터는 염안과 인안비료를 신규

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국

토가 남북으로 분단됨에 따라 북한에 편재되어 

있던 비료 공장을 일시에 잃게 되었다. 따라서 해

방 직후 우리나라의 비료 공급은 매우 열악하였

다. 사실상 화학비료 생산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

문에 많은 농가들은 비료 없이 작물을 재배해야 

했다. 비료의 부족을 자급비료로 보충하기 위하

여 1947년 자급비료 증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하여 국내 소규모

의 비료 공장 시설마저 대부분 파괴되어 휴전 후

에는 과석을 생산하는 인천의 조선화학비료와 석

회질소를 생산하는 삼척의 북삼화학공장 정도만

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들도 전쟁의 여파

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농민들은 전적으로 수

입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5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국가 재건을 위하여 정부가 부서별로 복구 및 증

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대표적인 3대 육성

산업으로 비료, 시멘트, 판유리가 선정되었다. 비

료 문제는 그만큼 시급하였다. 1953년 상공부 장

관이 된 안동혁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산업

의 재건을 위하여 ‘3F 정책’을 내세웠다. 3F는 산

업의 가동에 요구되는 에너지와 연료(Force & 

Fuel), 농업 생산에 사용될 비료(Fertilizer), 그리고 

이 같은 산업 건설에 필요한 자금(Fund)을 의미한

다. 이 정책의 추진으로 전력·비료와 더불어 판

유리,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건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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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제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55년 9월 착공한 충주비료공장은 남한 최초의 

요소 비료공장으로서 한국 비료 산업의 초석이 

되었다. 제1비료로 불린 충주비료공장에 이어 제

2비료인 호남비료공장 건설이 1958년 추진되면서 

비료 국산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충주비료

공장과 호남비료공장의 건설 과정은 거의 전적으

로 외국 회사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 때 익힌 선진 

기술은 이후 한국의 화학공업 발달에 기초가 되

었다.

2.1.3 1960년대 비료 산업 본격화

가. 1960년대 비료 산업

한국의 비료 산업은 해외로부터 전량 도입에 의

존하던 시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국산화의 길로 접

어들었다. 이 시기 비료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해외에서 들여온 비료를 국내 생

산 비료로 대체하기 위하여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착공한 제1비 충주비료공장과 제2비 호

남비료공장이 각각 1961년과 1962년 준공되었다. 

그렇지만 두 공장이 완전히 가동된다 하더라도 

화학비료의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20%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 공장 건설을 추진

하였다. 제3비료공장 영남화학은 1964년 경남 울

산에 착공하여 1967년 3월에 준공되었고, 제4비

료공장 진해화학이 1967년 4월 준공되었다. 이 공

장들은 5종의 외국 특허시설을 도입하여 비료 산

업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없는 최신 시설을 갖추

고 국내 비료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민

간 기업의 대규모 비료 공장 건설이 승인되었다.

1967년 4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요소비료 공장

인 한국비료가 울산에 준공되었다. 한국비료는 

민간 자본으로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건설된 우

리나라 최초의 비료회사이다. 그밖에 조선비료공

업은 1968년 울산에 요소화성비료 공장을 준공

하였으며, 경기화학공업은 국내 최초로 인산질비

료인 용성인비 제조공장을 1966년 준공하였다. 

풍농비료공업 역시 용성인비 제조공장을 준공하

였으며, 곧이어 공장 배가 증설에 나서 생산규모

를 크게 늘린 공장을 건설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인산질비료의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

한 노력에 힘입어 1967년 4,969만 달러에 달하던 

비료의 수입이 1969년 709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

였다. 요소는 1969년, 황산암모늄은 1970년, 복합

비료는 1973년부터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뿐만 아

니라 1967년 이후부터 질소질비료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 수

출되었다. 이처럼 비료의 국내 생산이 본격화됨

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비료 품질관리에 나

섰다.

1962년 정부는 비료 공정규격을 처음으로 고시하

였다. 첫 번째 비료 공정규격에는 황산암모늄 외 

28종의 비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이 갖추어야 될 

규격이 나타나 있다. 충주비료공장을 비롯한 대

규모 비료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감에 따

라 한국 화학공업계, 더 나아가 한국 산업계에서 

비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져갔다.

1963년 산업은행이 조사한 ‘광공업 센서스’에 의하

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6

개이고, 이는 제조업체 총수의 0.03%, 화학제품 

제조업체 수의 0.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화학

비료 공장의 규모는 다른 공업의 공장에 비하여 

큰 편이었다. 비료 산업의 종업원 수는 2,311명으

로 제조업 전체의 0.6%, 화학제품 제조업의 8.9%

를 차지하여 사업체당 종업원 수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공업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서 생산성이 매

우 높았다. 화학비료의 생산액은 제조업 총액의 

0.9%, 화학제품 제조업의 10.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화학비료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 36.9%, 

화학제품 평균 40.3%를 크게 상회하는 51.5%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제조업의 1.3%, 화학 제품 

제조업의 13.2%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화

학비료 제조업이 화학 제품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60년 6.5%

에서 1961년에는 28.2%로, 1964년과 1965년에는 

각각 34.4%, 39.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1961∼1965년 사이에 제조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

이 13.3% 정도였던 데 비하여 비료 공업의 성장률

은 97.7%로 비교가 안 되게 높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공업은 기간 산

업으로서 공업 구조상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

해가면서 1960년대 대표 산업 분야의 하나가 되

었으며, 화학 공업 발전의 모체로서 큰 역할을 하

였다. 대규모 비료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기술 인력들은 이후 새롭게 조성되는 화학

산업단지로 옮겨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나. 비료공장 건설

(1) 충주비료(제1비료공장)

충주비료공장은 한국 최초의 요소비료 공장이

자 한국 비료 산업, 더 나아가 한국 화학 공업

의 발판이 되었다. 전량 해외 도입 비료에 의존하

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는 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계획에 따라 AID 

자금 3,334만 달러와 내자 2억 7,500만 원으로 연

간 8만 5,000톤 생산규모의 요소비료 공장을 충

북 충주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고, 1955년 5월 계

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외국(미

국)과 공장 건설을 계약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건설 추진 방법도 몰랐다. 그래서 미국의 

의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후 적지 않은 문제를 불러왔다.

1955년 9월 착공한 충주비료공장은 당초 1958년

4월 준공 예정이었다. 건설을 담당한 미국의 

MacGraw Hydro-carbon과의 분규로 인하여 5번

에 걸쳐 계약을 수정해야 하였다. 이 덕분에 당초 

건설 계약금보다 비용이 약 70%가 추가되었고 공

사기간도 21개월이나 연장되어 1961년 4월 29일에

야 겨우 준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 ‘충비’

로 불렸던 제1비료공장 충주비료에서는 준공 이

후에도 공장의 잦은 고장 때문에 생산량이 계획

에 크게 밑도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1962년 5월 23일 미국의 Allied Chemical과 기술고

문 계약을 체결한 충주비료공장은 공장 운영과 

조업 등 공장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조

사연구를 통하여 공장의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

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술진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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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아졌다. 그 결과 1963년부터 연간 요소 8

만 5,000톤의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생산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이 공장에서 배출된 기술자

들은 나중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한 산

업화 과정에서 핵심 기술 인력으로 활약하였다.

충주비료는 설립 초기에 총 72명을 해외에 파견

하여 기술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이들을 충주비

료의 기술간부로 등용하였다. 이 기술 인력들은 

이후 제3·4비료 건설 추진에 참여하여 각각 회사 

설립과 동시에 중견 간부로 차출되었으며, 호남비

료, 한국비료, 기타 전국 화학공장에 다수 진출

하였다. 또한 충주비료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

술원양성소에서 배출된 기능인력들은 충주비료

뿐 아니라 타 기업체로도 취업하여 기술 확산에 

기여하였다. <충비십년사>에 실린 임원 및 간부직

원 이동표와 오원철의 <한국형 경제건설1>에 실

린 충비 공채 1기 및 시운전 당시 기술자 일람표

를 보면 많은 인력들이 충주비료에서 경험을 쌓

은 후 여러 기관으로 옮겨 한국 산업화를 이끈 

중요한 인물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주비료공장 시설은 발전소, 암모니아공장, 요

소공장의 3개 공장으로 구성되었다. 발전소는 일

반 전기사업용 발전소와는 다른 생산공장의 자가

용 발전소로 유틸리티 플랜트(utility plant)로 부른

다. 전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증기, 냉각수, 

처리수, 응축수, 중유, 계기용 공기, 작업용 공기

(plant air), 음료수까지 생산·처리·공급하였다. 암

모니아 공장은 요소 합성에 필요한 무수액체 암

모니아와 탄산가스를 제조하여 요소공장에 공급

하는 시설이었다.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를 합성

하여 제조하며, 수소와 질소는 원료유인 중유나 

벙커C유의 부분산화 및 공기분리에 의하여 각각 

얻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공기를 액화분리하여 질

소와 산소로 나누고, ②중유를 태워서 일산화

탄소와 수소의 혼합가스를 만들고, ③혼합가스

와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수소와 탄산가스를 만

든 다음, ④수소는 저온에서 정제되면서 질소

와 섞이고, ⑤수소와 질소를 고온·고압에서 촉

매를 사용하여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송국종, 1963). 요소공장은 암모니아공장으로부

터 99% 이상의 무수암모니아와 98% 이상의 탄산

가스를 공급 받아 수분 0.5% 이하, 뷰렛(Biuret, 

NH2CONHCONH2) 1% 이하, 질소분 46% 이상

의 요소비료를 제조하여 포장하는 공장이다.

충주비료의 요소 제조방법은 서독의 인벤타

(Inventa)에서 고안한 합성방법을 미국의 벌칸 신시

내티(Vulcan Cincinnati Inc.)에서 개량 설계한 인벤

타 공정(Inventa Process)으로 공장 건설 당시 세계

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요소 합성방법 중 하나

였다. 이는 액체 암모니아와 기체 탄산가스를 200

기압까지 압축해서 반응탑으로 보내 온도 180도에

서 요소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과정을 화학식으

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암모니아 공장으로부터 액체 암모니아와 탄산가

스를 받아 고온·고압으로 반응시키면 암모늄 카

바메이트라는 중간 생성물을 거쳐 요소가 만들어

진다. 생성된 요소 용액은 농축된 후 입자로 만

들어 포장되고, 과잉 공급된 암모니아는 정제·액

화하여 다시 반응탑에 공급된다. 또한 요소로 전

환되지 못한 암모늄 카바메이트는 감압되어 암모

니아와 탄산가스로 분해시킨 다음 분리·정제를 

거쳐 반응탑에 다시 공급된다. 충주비료 생산 제

품은 농업용 요소뿐 아니라 공업용 요소, 액체 암

모니아, 중탄산 암모니아, 질산, 아크릴로니트릴 

등으로 화학공업의 기본 소재가 되었다.

충주비료는 1965년 111일 장기 무휴운전을 기록

하면서 총 8만 6,646톤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생

산계획량의 102%에 해당하였다. 이 같은 실적은 

충주비료 기술진 단독 조업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컸다. 같은 해 기술연구를 통하여 종래 

사용하던 원재료 중 원료유(原料油)로 사용하던 

해군용 특수연료(NSFO - Navy Special Fuel Oil)

를 저렴한 벙커C유로 대체 사용하는 데 성공하

여, 연간 1억 원의 제조 경비를 절감하였다. 또한 

발전용 석탄을 벙커C유로 대체하여 연간 7,000만 

원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충주비료공장의 설립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

는 이후 다른 비료공장 건설에 약이 되었다. 충주

비료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쌓은 노하우는 다

른 비료공장과 화학공장으로 확산되어 비료 산업 

및 중화학 산업의 중요한 기술적 자산이 되었다. 

당시 대규모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충주비료에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는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으

며, 이들이 이후 건설된 다른 화학 공업 공장들

로 퍼져나갔다. 충주비료는 한국화학공업 발전의 

요람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 호남비료공장(제2비료공장)

충주비료공장이 완공되더라도 필요한 비료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제2비료공장 건설

이 추진되었다. 1955년 12월 창립된 호남비료는 

전라남도 나주에 충주비료와 같은 규모인 연산 

약 8만 5,000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출처 : 국가기록원(CET0030806)

<그림 2-1> 충주비료공장

<그림 2-2> 인벤타 공정 화학식

2NH3+CO2 → NH2COONH4(암모늄 카바메이트)

NH2COONH4 → NH2COOH+NH3

NH2COOH → (HOCN⇄HN:CO)+H2O

HN:CO+NH3 → (NH2)2CO(요소)

고온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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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비로 불린 호남비료 나주공장의 건설을 위

하여 정부는 서독의 루르기(Lurgi)사를 비롯한 5

개사의 공동체로 된 컨소시엄과 건설 계약을 체

결하였다.

호남비료공장은 1958년 6월에 정부 보유 외화 

2,700만 달러와 내자 10억 원을 들여 착공되었다. 

건설에 필요한 자본금을 민간 조달에 의하여 충

당할 계획이었으나 그 실행이 여의치 않자 1961년 

6월 정부가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 뒤 공사가 급

진전되었고, 1962년 12월 28일에 준공되었다. 준

공 후에도 자본금 민간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1963년 11월 정부는 기존 호남비료를 해산하고 특

별법을 제정하여 공장을 인수하고 1964년 4월 1

일부터 정상 가동시켰다. 정상 가동까지 6년이라

는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초 1950년대의 기술을 

기초로 설계된 공장은 1960년대에야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호남비료공장은 기술적으로 낙후한 공

장이 되었다.

호남비료공장은 암모니아 제조를 위한 가스원으

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도록 설

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무연탄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원가가 높아지고 규격탄의 공급이 부족하

여 1966년까지 생산실적은 시설능력인 연산 8만 

5,000톤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나프타 가스화

시설을 기존 시설에 추가하여 요소 8만 5,000톤

을 생산하고 잉여능력으로 메탄올 1만 5,000톤과 

질산 3,000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확장공사를 추

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1965년 11월 서독 루르기

와 건설계획이 체결되었고, 1968년 2/4분기 중에 

완공되었다.

1964년 정상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호남비료공장은 

1968년까지 석탄가스화로부터 단독 요소제조 원

료가스를 얻었다. 하지만 1, 2차 확장공사로 1969

년부터 유류가스에서 얻은 원료가스를 혼용함에 

따라 1969년 8월 석탄가스화 계열공장은 결국 문

을 닫았다. 그 후에는 유류가스만을 사용하게 되

었다.

(3) 영남화학(제3비료공장)

충주비료공장과 호남비료공장이 모두 정상 가동

해도 무기질비료(화학비료)의 생산은 전체 수요

의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대단

위 복합비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하

였다. 경남 울산에 1964년 5월 스위프트앤컴퍼니

(Swift & Company)와 스켈리 오일 컴퍼니(Skelly 

Oil Company)로 구성된 투자단과의 합작으로 연

간 요소 8만 4,100톤을 비롯한 복합비료 등 26만 

4,700톤 생산규모의 공장이 착공되었다. 이를 위

하여 한·미 양측이 각각 1,000만 달러, AID 차관 

2,420만 달러 등 총 4,420만 달러의 자본금을 모

아 영남화학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은 1년 8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67년 3월 준공되었다.

복합비료 제조에는 5개의 분리된 공장이 필요하

였다. 암모니아 공장, 요소 공장, 유산(硫酸) 공

장, 인산(燐酸) 공장, 복합비료 제립 공장 등이었

다. 암모니아 공장에서 제조된 암모니아의 일부는 

탄산가스와 함께 요소 생산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는 복합비료 제조에 사용되었다. 복합비료에 들

어가는 인산질은 수입한 인광석(燐鑛石)으로부터 

얻었다. 인광석을 분쇄한 후 유산과 반응시키면 

인산이 생성되는데, 이를 농축하여 복합비료 제

조에 사용하였다.

인산제조 시 인광석의 분해에 사용되는 유산은 

유황을 연소 산화시킨 후 발생된 유산을 흡수시

켜 농유산(濃硫酸)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유산

은 비료 제조에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다른 화학

공업에도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복합비료 중 칼

리질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염화칼리(K2O 60%)로 

보충하며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복합비료는 암모

니아, 요소, 인산을 기본으로 한다. 암모니아 인

산을 반응시킨 후 요소 및 염화칼리를 섞어서 제

립(製粒)하는 방법과 암모니아와 인산을 반응시

킨 후 염화칼리를 섞어서 제립한 후 요소입자와 

혼합하여 각종 복합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4) 진해화학(제4비료공장)

제4비료공장인 진해화학은 1964년 6월, 경남 진

해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미국의 걸프(Gulf)

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충주비료와 걸프사 

각각 1,050만 달러의 투자금과 AID 차관 2,460만 

달러, 총 4,56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영남화학과 

동일한 규모로 착공되었다. 1967년 4월 준공된 진

해화학공장은 연간 암모니아 공장 9만 5,000톤, 

요소비료공장 5만 1,500톤, 복합비료 공장 약 15

만 톤 생산규모로 건설되었다. 제3비료공장, 제4

비료공장 건설에서 5종에 달하는 외국의 특허시

설을 도입하여 비료산업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최신시설을 갖추었다.

(5) 한국비료(제5비료공장)

한국비료는 민간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삼성그룹

이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건설한 공장이다. 1964

년 8월 27일 삼성은 일본의 미쓰이물산(三井物産)

과 공장 건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

업차관 4,407.7만 달러, 내자 40억 원을 건설자금

으로 투입하여 한국비료공업을 설립하였다. 공장

은 1965년 12월 착공하여 1967년 4월 20일에 준공

되었는데, 공장부지는 약 35만 평(115만 7,024㎡), 

연간 생산능력은 암모니아 19만 5,000톤(일일 생

산량 590톤), 요소 33만 톤(일일생산량 1,000톤)에 

달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요소

비료 공장이었다. 이 공장의 요소 생산량은 충주

비료공장 8만 5,000톤, 호남비료공장 8만 5,000톤 

제3비료공장 8만 4,000톤, 제4비료공장 8만 4,000

톤 등 기존 4개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합한 33만 8,000톤에 육박하는 33만 톤이었다.

한국비료는 최신공정인 ‘나프타 개질공정’을 채택

하였으며, 18종에 걸친 특허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

에 따라 당시 한국비료의 요소 생산원가는 톤당  

65달러로서 외산 비료의 국내 수입가격인 톤당 

95달러보다 30%나 낮았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비료는 조업 초년도인 1967년에 톤

당 81달러의 가격으로 요소 2만 톤을 164만 달러

출처 : 국가기록원(CET0035131)

<그림 2-3> 제5비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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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기질

비료(화학비료)를 수출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비료 전량 도입국에서 비록 일부이지만 비료 수

출국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67년 10월 11일 공장 가동 후 6개월 만

에 사카린 사건 등으로 삼성은 51%의 주식을 정

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그 후 한국비

료는 공기업이 되었다.

2.1.4 비료 자급화와 한국의 녹색혁명

가. 1970년대 비료 산업

1970년대 정부는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

도화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전략적으로 추

진하였다. 1973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

화학공업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철강, 화

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전략 산업

을 선정하고, 금융, 조세, 재정, 기술지원 등 막대

한 자원을 투입하여 이 산업들을 다양하게 지원

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연평균 

2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중화학공업화

의 결과 1979년 중화학공업화율은 전체 산업에서 

51.2%에 달하였다. 수출상품에서 중화학 공업 제

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여 년 사이에 12.8%에서 

1980년 41.5%로 늘어나면서 산업 및 수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었다.

중화학 산업에서 가장 먼저 발전기반을 갖추고 

본격 생산에 들어간 산업은 석유화학 산업이었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 충주비료공장

의 준공은 화학 공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

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 비료 공

장 중 최대 규모인 남해화학의 건설을 비롯하여 

비료 산업은 중화학 공업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

다. 특히 남해화학이 가동됨에 따라 1977년 비료 

생산능력은 300만 톤 이상으로 대폭 증가되었는

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00만 톤 이상이 증가

된 것이었다. 1970년부터 수입비료가 차지하는 비

중은 2~8%대가 되었는데, 소위 비료파동을 겪고 

1974~1975년 20%로 급증하였다가 1976년 다시 

2%로 떨어졌다. 1977년에 수입비료의 비중은 1% 

이하가 되어 국내 생산 비료가 국내 수요량을 완

전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76년 이후 그동안 수입하던 요소, 유안, 복합비료

는 국내 과잉생산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염화칼륨 및 황산칼

륨이 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비료 생산

의 증가와 남해화학의 준공을 앞두고 비료 완전자

급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1977년 

생산량은 108만 6,000톤이지만 수요량 93만 3,000

톤으로 연간 15만 3,000톤의 잉여분을 확보하여, 비

료의 완전자급 단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실제 

1977년 7비 남해화학의 준공과 함께 목표대로 비

료 완전자급화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산된 비료가 적기에, 적소에 공급될 수 있

도록 비료 수송 대책을 수립하였다. 비료 수요량

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비료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비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료의 자급은 

곧 잉여비료 수출 장려 정책으로 이어졌다. 해외 

도입 비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에서 15년 

만에 생산 과잉을 걱정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비

료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 속에서 비료 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1976년 이후부터는 국내의 

비료 수요가 줄어들면서 채산성이 조금씩 악화

되기 시작하였다. 국외에서는 제2차 석유파동 및 

세계 경제의 악화에 따라 비료 산업은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일부 비료 회

사는 비료 생산 중단과 조업율의 하향조정 등으

로 경영 악화를 겪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8년부터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비료 생산량

의 3분의 1을 수출로 선회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상황은 1980년대 비료 산업의 합리화 조치

를 암시하는 전조였다.

나. 비료 공장 건설

(1) 한국종합화학 설립과 충주비료 암모니아센터

(제6비료공장)

정부는 1970년대 들어와 비료 제조원가를 낮추고 

경영의 향상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주비료와 호남

비료를 합병하여 한국종합화학공업을 세웠다. 그

리고 암모니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충

주비료 공장에 외자 3,700만 달러, 내자 38억 원 

등 모두 186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암모니아 30

만 톤, 요소비료 23만 1,000톤 규모의 제6비료공

장을 1973년 10월 준공하였다. 이로써 한국종합

화학은 제1비료공장(충주비료공장), 제2비료공장

(호남비료공장), 제6비료공장을 모두 포괄하는 대

표 비료 업체가 되었고, 비료 공업 외에도 많은 

부분에 관여하여 한국 중화학 공업 발전의 모체

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암모니아센터는 벙커C유를 원료로 하는 충주

비료와 달리 나프타를 원료로 하였으며 ICI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개질방식을 택하였

다. 이 공장은 나프타 탈황, 나프타 증기개질(蒸

氣改質), 합성가스 정제,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회수 등의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탈황과정을 거

쳐 정제된 나프타는 과열증기와 함께 ICI 튜브를 

통과시켜 개질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수한 공정이었다. 암모니아센터

는 기존 공장에 비하여 높은 생산효율을 보였다. 

그 비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상 발생하는 

폐열을 최대한 회수하여 고압증기를 발생시켜 대

형 압축기의 구동력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국내 

최초로 합성가스 원심 압축기를 채택하여 낮은 

압력에서도 암모니아 합성이 가능토록 하여 운전

비용을 줄임으로써 제품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 

셋째, 공기 압축기 구동용으로 가스터빈을 사용

하여 열효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제6비료공장의 요소합성 공정도 이전보다 개선되

었다. 제1비료공장은 인벤타 공정(Inventa Process)

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중간물질인 암모늄 카바메

이트를 순수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분리하여 

재순환시킨다. 제3비료공장, 제4비료공장, 제5비

료공장에서 채택한 요소 공정은 미전환된 암모니

아 탄산가스를 물에 흡수시켜 재순환시키는 차이

가 있었다. 이와 달리 제6비료공장이 채택한 스트

리핑 프로세스(Stripping Process)는 반응조건과 같

은 압력하에서 반응물질로 스트리핑(stripping)하

여 재순환 부문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는 장점이 

있었다. 이 방식은 열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고, 

반응압력이 낮아 압축기 등의 부하도 적었다. 또

한 재순환되는 양이 작아 운전도 간편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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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한편 제2비료공장은 1969년 확장사업으로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한 이후에도 여

러 문제점 때문에 하루 생산량이 330톤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설계용량인 375톤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다. 이에 제2비는 NH3 회수시설, 스팀 회

수시설을 설치하여 비용을 줄이는 한편 조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였다. 

Stamicarbon사의 풀 콘덴서(pool condenser) 재질을 

변경하여 기존의 잦은 운휴를 막았으며, 스크러

빙 칼럼(scrubbing column) 수원을 변경하고 용량

을 증대하였다. 스트리퍼(stripper)에 산소를 공급

하여 산화 피막을 형성시켜 부식을 줄였으며, 암

모니아 터보 컴프레서(NH3 turbo compressor)를 정

상화하였고, 요소 농축 공장의 필름 타입 증발기

(� lm type evaporator)에 중성세제 용액을 주입하여 

운휴를 줄였다. 아울러 부하율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요소반응기(urea reactor)의 용량을 늘이고 반

응기 운전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75년에는 하루 430톤의 생산량을 달성

하여 공장의 완전정상화에 성공하였다.

(2) 한국카프로락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1969년 12

월 충주비료공업의 전액 출자로 한국카프로락탐

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1974년 울산공업단지 

내 약 4만 평(13만 2,231㎡)의 대지 위에 총 4,050

만 달러를 투입하여 연산 14만 2,000톤 규모의 황

산암모늄비료와 3만 3,000톤의 카프로락탐을 생

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하였다. 1974년 시제품 

생산에 이어 6월부터 조업을 개시하였다. 카프로

락탐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나일론섬유 및 레진

의 원료이고, 황산암모늄은 대표적인 질소질비료

의 하나이다. 이 회사는 카프로락탐 생산과정에

서 회수되는 암모니아와 황산을 이용하여 유안비

료를 생산하였으며, 조업이 안정화되면서 연산 17

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였다(비료공업협회, 2010).

(3) 남해화학(제7비료공장)

남해화학은 한국종합화학과 아그리코(Agrico)가 

출자한 자본금 7,000만 달러, 원화 차입금인 국민

투자기금 1억 2,000만 달러, 외국차관 2억 4,900만 

달러 등 약 4억 3,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남 여

천군 삼일면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최초 요소공장

의 생산능력은 33만 톤 규모였고, 일본 미쓰이의 

설계시공으로 1977년 7월 4일 성능보장을 마쳤다. 

제2요소공장도 거의 같은 규모로 1980년 11월 성

능 보장을 마쳤다. 이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

여 요소 33만 톤, 복비 70만 톤을 비롯하여 황산, 

인산, 희질산, 농질산 등 무기산 50만 톤을 생산

하는 시설규모이다. 남해화학의 가동으로 한국의 

비료 생산능력은 질소, 인산, 칼리질을 합하여 총 

187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늘어나 내수비료의 완

전 자급자족은 물론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남해화학은 기존 비료 생산 업체가 단비(단

일성분 비료) 중심인데 반하여 복비(복합비료)에 

중점을 두었다. 남해화학은 두 개의 공장에서 총 

70만 톤의 복비를 생산하였다. 이 공장은 미국의 

데이비 파워가스(Davy Powergas)가 설계와 시공

을 맡았고, 1977년 6월 24일 정상 가동을 시작하

였다. 초기에는 내수 비료로 21-17-17, 17-21-17, 

수출용 비료로 18-46-0, 16-20-0, 16-16-8 등

을 생산하였다. 남해화학의 등장으로 국내 비료 

산업계의 복합비료 생산은 크게 늘어났다. 1976

년 이후 복합비료의 생산실적 추이를 보면, 1976

년도 비료 총 생산량 중 단비와 복비의 구성비는 

58%, 42%로 단비가 복비보다 생산량이 많았다. 

그러나 1979년도에는 각각 48%, 52%로 단비의 구

성비가 낮아진 반면 복비의 구성비가 높아졌다. 

이는 남해화학의 가동으로 복비 생산능력이 증

가하였으며, 정부의 균형시비를 위한 정책 노력에 

힘입어 실제 복비의 농가 수요량도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다. 비료 제품

1960년대부터 생산된 요소비료, 인산질비료 이외

에 197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주요 보통비료는 

1974년 유안(한국카프로락탐), 1975년 용과린(경

기화학) 등이 있었다. 1978년 남해화학의 등장으

로 복합비료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1970년 초까지는 벼나 보리를 중심으

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을 위주로 하여 공급되

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시설 재배 등 농

사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엽면시비용 비료, 미량

성분이 부족한 토양이나 간척지 시비를 위한 미

량요소비료 등 비료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그 결

과 소규모의 비료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1) 질소질비료

1963년부터 정상 가동된 충주비료공장은 연간 요

소 8만 5,000톤의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생산실적

을 올렸다. 1964년부터는 호남비료공장도 시설개

선 공사 이후 연간 8만 5,000톤의 요소를 생산하

였다. 두 회사가 합병된 한국종합화학은 충주비

료공장에 외화 80만 달러와 내자 1억 6,000만 원

을 투자하여 하루 생산 150톤 규모의 기존 암모

니아 공장을 200톤 규모로 확장한 암모니아센터

(제6비료공장)를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종합화

학 충주공장은 1974년 21만 7,640톤의 요소비료

를 생산하였다. 연도마다 변동은 있지만 많은 경

우 31만 톤이 넘는 요소비료를 생산하였다. 한국

종합화학 나주공장은 1975년 13만 3,648톤의 요

소비료를 생산한 것이 최고였으며, 이후 그 생산

량은 계속 줄어들었다.

1968년부터 정상 가동된 영남화학의 시설용량은 

요소 8만 4,100톤이었으나, 1969년부터 매년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생산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이후 복합비료 생산에 치중하면서 영남화

학의 요소비료 생산량은 1971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1967년 준공된 진해화학도 영남화학

과 동일한 규모의 요소비료를 생산하였는데, 1970

년대 이후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7~9만 톤 정도

의 요소비료를 생산하였다. 1967년 준공된 한국

비료는 요소비료만을 생산하였으며 생산규모는 

연간 33만 톤이었다. 한국비료는 1970년대에도 꾸

준히 30만 톤 이상의 요소비료를 안정적으로 생

산하여 세계 최대 요소비료 공장의 명성을 이어

갔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우리나라 요소비료의 

국내 전체 생산량은 1971년 68만 톤에서 1979년 

118만 7,000톤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1980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의 질소질비료인 유안은 1974년 한국카프

로락탐의 설립과 함께 생산되었다. 일반적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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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수소를 합성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든 다음 

이 암모니아와 황산을 다시 혼합시켜서 유안을 

만든다. 이때 암모니아의 원료인 질소는 공기 중

에서 얻고 수소는 나프타의 가스화, 중유의 가스

화 또는 석탄과 수증기의 수성가스화에서 얻으며 

황산은 유황을 원료로 하여 직접 만들어 낸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제조방법은 나일론 섬

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 생산과정에서 회수되는 

암모니아와 황산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1974

년 한국카프로락탐에 의하여 시작된 방법이다. 

한국카프로락탐은 1974년 6월부터 조업을 시작하

였으며, 연산 12~17만 톤의 유안비료를 생산하였

다. 한편 1973년부터 조업을 시작한 포항제철(현 

POSCO)은 코크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로 유안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연간 1만 6,000톤 전후를 생산하였다.

(2) 인산질비료

1954년 창립되어 1966년부터 국내 최초로 용성인

비를 생산하였던 경기화학공업은 1975년부터 생

산품목을 용과린(Fused Superphosphate)으로 전환

하였다. 인산질비료로는 1960년 중반까지는 속효

성인 과린산석회나 중과린산석회가 주로 사용되

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지효성인 용성인비를 국

내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용성인비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작물은 생육 초기부터 후기

까지 인산 흡수를 요구하므로 속효성 인산과 지

효성 인산을 혼합 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밝혀져 1975년부터 속효성인 과석과 지효성인 용

성인비를 혼합 조립한 용과린이 생산되었다. 용과

린은 중성 내지 약산성 비료이며 입상비료로서 

속효성인 수용성 인산과 지효성인 구용성 인산이 

함께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인산 외에도 작물이 다량으로 요구하는 고

토, 석회, 유황과 약간의 미량요소, 그리고 수

도작에서 다량 요구되는 규산이 함유되어 있다. 

1970년대 동안 경기화학은 연산 7,800톤에서 13

만 5,000톤에 이르는 용과린을 생산하였다. 또한 

1978년부터는 과석과린산석회(과석, SSP - Single 

Superphosphate)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과석

은 인광분 및 골분을 인산 처리하여 얻은 생성물

의 총칭이다. 1962년 창립된 풍농비료공업도 용성

인비를 생산해왔으며, 1970년대를 거치며 최소 7

만 5,000톤에서 최대 11만 6,000톤에 달하는 연간 

용성인비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3) 복합비료

1967년에 준공된 영남화학과 진해화학은 질소, 

인산, 칼리가 함유된 복합비료를 생산하기 시작

하였다. 영남화학은 1970년대 연산 21만 톤에서 

최대 43만 톤(1978)에 이르는 복합비료를, 진해화

학도 연산 20~30만 톤 규모의 복합비료를 생산

하였다. 1978년 남해화학이 건설되면서 복합비료 

생산은 크게 늘어났다. 1977년 41만 8,625톤을 시

작으로 복합비료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 1980년 

82만 5,0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경기화학

과 풍농도 1978년부터 복합비료를 생산하기 시작

하였다. 이로써 1970년 초까지의 질소, 인산, 칼

리 성분을 위주로 한 단비 중심 비료 생산 체제

는 복비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국내 비

료 총 생산에서 복비 구성비가 단비를 넘어선 것

이다. 또한 여러 용도의 복합비료가 생산되면서 

비종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소규모의 비료 공

장들이 등장하였다.

(4) 규산질비료

1972년 설립된 한국협화화학공업은 1974년 포항

공장을 준공하여 규산질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

였다. 정부는 규산질비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하

여 1970년 1만 4,000톤에서 1975년 8만 1,000톤

에 이르기까지 규산질비료 공급량을 지속적으

로 증가시켰으며, 이를 위하여 국고와 지방비에서 

70~80%를 지원하였다.

(5) 기타

1974년 미원이 4년간의 연구 끝에 조미료 공장의 

폐수와 조미료 찌꺼기에서 유기질 성분의 비료를 

얻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기술은 ‘아미노산 부산

비료’라는 명칭 아래 특허를 받았다. 이에 따라 

비료 공정규격에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가 새로 

추가되었다. 현재 비료 공정규격에 의하면 아미노

산 발효 부산비료는 부산물비료가 아닌 보통비료

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술에 의

거하여 미원은 1975년부터 유기질액비를 생산하

였으며, 1976년 입상(분말형태) 유기질비료 제조

에도 성공하였다. 이 비료는 유기물 50% 이상의 

퇴비 성향이 강한 아미노산 비료로서 지력 증진 

및 무공해 작물 재배에 적합하였다. 생산된 비료

는 1979년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미원은 연산 

12만 톤 규모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였다.

라. 한국의 녹색혁명과 비료

1977년 한국은 주곡의 자립을 달성하고 대통령은 

‘녹색혁명 성취’를 선언하였다. 이는 보릿고개로 

표현되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하였음을 의미

하였다. 같은 해에 한국의 비료 산업은 국내 수요

량을 충분히 달성하고 비료의 완전자급을 선언하

였다. 물론 국내에서 원광석이 생산되지 않는 칼

리질비료는 수입을 하였지만 질소질비료, 인산질

비료는 국내 수요를 훨씬 넘겨 생산되었고, 상당

량은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주곡의 자립이라는 성과에는 무엇보다 통일계 다

수확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그 같은 신품종이 높은 수확량을 기록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양의 비료 공급이 필수적이었다. 통

일벼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녹색혁명을 이끌

어 낸 신품종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확량 때문

에 다수확 품종(HYV - High-Yielding Varieties)

으로 부른다. 한편으로 물, 화학비료, 제초제, 살

충제 등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고

반응성 품종(HRV - High-Responsive Varieties)이

기도 하였다. 즉 물, 화학비료, 농약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오히려 재래 품종보다 수확량이 

더 적을 수 있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품종

이 도입되면서 그와 결부된 근대식 벼농사 기술

이 함께 이식되었다. 이는 비료, 물, 농약 등의 생

산요소의 집중 투입으로 생산량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산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생산이 필수적

이었다. 이처럼 화학비료는 한국현대와 농정에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동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채택한 여러 정책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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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61년 충주비료공장의 준공으로 국내 비

료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비료가격을 안정

화시키기 위하여 비료가격을 보조하는 이중가격 

제도를 운영하였다. 수입 원료가 비료 생산원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시 비료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이나 환율 변화에 크게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화학비료의 경우 가격차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비료계정에서 부담하였다. 즉 정

부가 결정한 비료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담

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하는 가격차손보전제를 운

영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비료 회사에서 비료를 구입한 다

음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농민에게 제공하

는 비료의 이중가격 제도는 농민의 부담을 늘리

지 않고 비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

지만 비료 외상 판매에 따른 비료 판매대금의 적

기 회수 불가능 문제는 관수판매 제도가 지닌 제

도적 결함이자 생산자인 충주비료공장의 경영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에 의하여 농민들의 비료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

났고, 이는 수확량 제고라는 결실을 얻었다. 사실 

비료 사용량과 수확량 증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증산을 위해서는 품종에

서 농약, 관개, 보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

기 때문에 비료만의 효과를 정확히 추출하기 어

렵다. 통상 증산의 50% 정도가 비료의 효과라고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작물의 생산량과 비료 소비량과의 

관계를 통하여 대략적 상관관계를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표 2-2>와 <표 2-3>은 1965년부터 5년 

단위로 단위면적당 벼의 생산량과 비료 소비량, 

질소비료 소비량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 2-4>

는 5년 단위의 통계를 사용한 것이기에 그래프의 

꺾임이 크지만 비료 소비량과 벼 생산량이 유사

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의 경우 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때는 수

십 년 만에 찾아온 강력한 냉해로 품종을 막론하

고 전반적으로 작황이 매우 나빴으며, 특히 원래

부터 내랭성이 약하였던 통일형 신품종이 큰 타

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비료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

로 농가의 비료 사용은 꾸준히 늘어났으며, 이는 

신품종 보급을 비롯한 정부의 증산노력과 결합되

어 주곡의 자립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

으로 인하여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는 상대적으

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

으로 인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비롯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그 같은 

연도

경지

면적

(천ha)

경지이용면적 총 소비량(천 톤) ha당 소비량(kg)

면적

(천ha)

이용율

(%)
계 질소 인산 가리 계 질소 인산 가리

1966 2,293 3,235 141 423 239 125 59 130 74 39 18

1970 2,297 3,264 142 562 356 124 83 172 109 38 25

1975 2,240 3,144 140 886 482 238 167 282 153 76 53

1980 2,196 2,765 125 828 448 196 184 300 162 71 67

1985 2,144 2,592 121 858 435 202 221 331 168 78 85

1990 2,109 2,409 113 1,104 562 256 286 458 233 106 119

1995 1,985 2,196 108 962 476 225 266 438 215 102 121

2000 1,889 2,098 110 800 423 171 207 381 204 81 99

출처 : 박명한, 비료산업, p.63

<표 2-2> 비료 총 소비량 및 단위면적(ha)당 소비량 변화

연도 벼 생산량 비료 소비량 질소비료 소비량

1965 32,200 130 74

1970 33,000 172 109

1975 38,600 282 153

1980 28,900 300 162

1985 45,600 331 168

1990 45,100 458 233

1995 44,500 438 215

2000 49,700 381 204

출처 : 박명한, 비료산업, p.63 / 2011년 농작물생산통계 / 김인환, 한국의 녹색혁명, p.194

<표 2-3> 벼 생산량과 비료 소비량 (단위 : kg/ha)

<그림 2-4> 벼 생산량과 비료 소비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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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식량 증산이라는 당

장의 목표를 위하여 비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비료 공급을 둘러싼 혜택을 제공하였

던 것이다. 물론 그 같은 정부 정책은 녹색혁명의 

성취라는 결실을 맺게 하였다.

2.1.5 비료 산업 구조조정

가. 1980년대 비료산업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비료 생산은 꾸준

히 증가하여 완전자급을 달성하였지만 1978년 이

후 국내 비료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 시장에서 수요 감소와 국제 경쟁력 약

화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이에 따

라 비료 공장의 가동률 조절 혹은 중단이 고려되

었고, 1980년 3월 한국종합화학 나주공장은 비료 

생산을 중단하였다. 나주비료공장이 옥탄올 생산

공장으로 전환된 것은 한국 비료 산업이 처한 어

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시발점이었다. 1981년에 들

어오면서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각국의 비료 산

업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비료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한편으로 중동 산유

국을 비롯한 비료 수입국들은 자체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비료의 생산원가가 크

게 상승하면서 한국 비료의 수출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다. 이에 따라 비료 업계는 총 생산능력

의 40% 정도로 생산량을 줄여야 하였다. 그동안 

국내 비료 업계는 비료의 완전자급화와 수출산

업화를 위하여 무리한 시설 투자를 계속하였다. 

여기에 석유파동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정부의 보

호 아래 놓여 있던 비료 생산 업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비료 공업 합리화 조치를 통하여 비

료 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수입 비

료에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체제에 합류

하였다. 이제 비료 생산 업체도 정부의 보호막에

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 시장의 

경쟁 업체로 발돋움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81년 10월 정부는 비료 공업 합리화 계획을 수

립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확정 발표

하였다.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가 공기업을 대

상으로 기존 비료 생산시설을 국내 수요에 맞도

록 축소 조정하는 것이었다. 축소 대상 비료 회사

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작투자 계약상 

인수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공장, 둘째, 경제적 총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 셋째, 시설이 오래

되어 투자의 잔존 가격이 적은 공장이 그 기준이

고, 여기에 요소 생산시설 및 복합비료 생산시설

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요소비료의 경우 남해화학의 시설용량 66만 톤

과 한국비료의 설계용량 33만 톤 중 50%인 16만 

5,000톤을 제외한 나머지 충주비료(6비), 영남화

학(3비) 및 진해화학(4비)은 요소 공장을 폐쇄 정

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소 

총 생산량은 144만 6,000톤에서 82만 5,000톤으

로 조정되었다. 이 조정 과정에서 한국종합화학

공업의 충주 요소 공장은 한국비료 요소 공장보

다 나중에 건설된 공장으로 잔존가액이 상대적으

로 많고 보다 최신의 공정인 반면, 한국비료는 생

산원가가 한국종합화학보다 경제적이어서 조정 

대상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경제성을 중요시한 정부는 최신 공정이지만 생산

원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종합화학 충주 요

소 공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복합비

료의 경우, 국내 총 수요량 110만 톤을 기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의 인수 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복합비료 공장은 남해화학과 영남

화학 신공장으로, 생산 설계용량은 87만 8,000톤

이었다. 그러나 이 공장들의 실제 생산능력은 140

만 톤을 상회하여 복비의 국내 총 수요량을 공급

하고도 남았다.

또한 이 두 회사의 경제적 총 원가도 여타 회사보

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정부는 남해화학

의 복비 공장과 영남화학 신공장을 제외한 나머

지 복합비료 공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

라 남해화학과 영남화학의 신공장은 내수비료 

공급량이 늘어나 안정적인 조업을 하게 되었으나 

한국종합화학의 요소 공장, 영남화학 구공장과 

진해화학은 생산 전량을 수출하거나 생산시설을 

타 시설로 전환해야 하였다. 이러한 합리화 조치

의 결과로 한국종합화학의 비료공장은 폐쇄되었

다. 진해화학과 영남화학 구 공장은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수출 목적의 복합비료

만을 생산하였다. 이들 공장은 정부의 비료 인수

기간 만료에 따라 내수 비료 경쟁 판매 대열에 합

류하였다. 비료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그동안 생

산되던 다양한 비료 종류에서 수요가 감소한 일

부 비료는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1982년 8월 1일을 기하여 일부 비종에 대하여 일

반 시장 조직을 통한 자유 판매가 허용되었다. 한

편으로 과수, 특용작물, 원예작물용 복합비료가 

개발되는 등 복합비료 종류가 다양화되는 면모를 

보였다. 수출용 복비까지 포함하면 국내 생산 비

료의 종류는 40종 이상이 되었다. 1960년대 생산

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요소는 1982년 20%에 

불과하였고, 같은 해 복합비료의 비중은 68%에 

달하였다. 이는 농민들이 균형시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비보다 복합비료를 선호하였기 때

문이다.

1987년 말 외국회사와 합작 계약에 묶여 있던 비

료 회사들에 대한 이익 보장 기간이 만료되면서 

2차 비료 산업 합리화 조치가 진행되었다. 이 조

치는 기존의 비료 생산업자 보호 정책을 소비자

인 농업인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하였다. 합리화 업종 지정 대상은 무기질화학

비료(요소 및 1종 복합비료) 제조업으로 합리화 

업종 지정 기간은 1987년 12월부터 1990년 11월 

30일까지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료 생산·판매의 자유화이다. 즉 정부는 비료 사

업을 농협으로 이관하고 이중가격제를 폐지하였

다. 둘째 국내 비료 시장의 문호 개방 및 수입 자

유화 조치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989

년까지 비료 수입 추천제를 유지하되, 특정 수입 

창구를 통한 수입은 자유화하고, 1990년 이후는 

전면 자유화를 검토한다. 셋째 비료 및 비료 원료

의 관세를 인하한다. 넷째 비료 회사의 이익 보장

을 위하여 실시하여 온 비료 생산품 허가 제한의 

해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비료 회사

의 단계적 민영화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보

유 주식을 매각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비료 산업에 자율 경쟁 체제

가 도입되었다. 또한 농협 판매와 민간의 자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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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가능해지면서 농민이 자유롭게 비료를 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비료의 대농민 판매가

격 인하, 비료 업체의 민간 경영 체제 확립과 경

영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다양한 비종 

개발과 품질의 개선으로 시비 효과의 극대화 등

이 기대되었다. 결국 정부 통제하에 있던 기존 비

료 회사들은 정부의 보호가 사라지면서 자생력 

배양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자율 경영 책임을 강구

해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탈비료화 추진 등 경영 

다각화도 모색되었다.

나. 비료 기업의 부침

1970년대까지 대규모 비료 산업체는 대부분 공기

업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시장 경제 체제로 바

뀌면서 비료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보호

가 사라졌다. 이후 공개 경쟁을 통하여 최고 응찰

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

되었고, 동시에 외국 지분의 경영권이 한국 측에 

인도되었다. 우선 비료 업계의 맏형격인 한국종

합화학공업은 1980년 3월 충주 제1공장 및 나주

공장의 비료 생산을 중지해야 하였다. 이어 1983

년 비료 산업 합리화 조치로 충주공장이 폐쇄되

면서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제조업 자체가 중단되

었다. 1991년 정밀화학 업체로 전환을 선언하였지

만 재무구조 악화로 2001년 청산되었다.

많은 비료 공장을 자회사로 거느렸던 한국종합화

학의 부침 자체가 한국 비료 산업의 역사적 흐름

을 잘 보여준다. 국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소비

량의 60% 이상을 생산하던 남해화학은 1990년 7

월 미국 아그리코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25% 전

량을 농협에 매각함으로써 국내 법인이 되었다. 

1998년 농협이 추가로 45%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

권을 획득함으로써 남해화학은 민간 기업이 되었

다. 또한 영남화학은 한국종합화학공업 소유 주

식의 50%를 1987년 동부그룹이 인수하면서 민영

화되었다. 1990년 5월 동부화학으로 상호를 변경

하였다가 농약 제조 회사인 한농을 인수 합병하

여 동부한농화학으로, 2012년에는 동부팜한농으

로 변경하였다.

한편 1981년 정부 시책에 의하여 요소비료 공장 

가동을 중단한 진해화학은 1987년 9월 한국종합

화학공업이 소유한 주식 50%를 한일합섬에 매각

하여 민영화되었다. 1998년 복합비료마저도 생산

을 중지함에 따라 비료 산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

다. 1980년부터 경영 다각화로 이미 탈비료 경영

방식을 택하였던 한국비료를 1997년 민영화 시 

삼성이 재인수하면서 비료 산업은 100% 민영화

되었다. 1967년 공장 가동 후 6개월 만에 소위 사

카린 밀수 사건으로 한국비료를 정부에 헌납해야 

하였던 삼성은 30년 만에 한국비료를 되찾게 되

었다.

다. 비료 제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발했던 공장의 신규 건

설이나 확장 사업은 비료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

라 1980년대에는 대부분 중단되었다. 하지만 일부 

공장들은 복합비료를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하였

다. 1980년대는 전체적으로 비료 생산 업체들이 

생산을 중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였으며, 공기

업의 주인이 바뀌는 등의 경영상 변화가 주로 이

루어져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비료 회사들은 

화학비료를 개선하거나 특정 용도에 맞도록 개량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비 효과가 오래 지

속되는 지효성 비료 등 새로운 제품 개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1) 질소질비료

비료공업 합리화 조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충주비료와 호남비료는 순차적으로 요소비

료의 생산량을 감축하였다. 결국 제1비와 제6비

의 완전 가동 정지, 제2비의 옥탄올 공장 전환 등

으로 질소질비료 생산은 중단되었다. 이 여파로 

남해화학이 제2요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질소질비료의 생산량이 조정되었다. 한편 카프로

락탐은 1989년 제2공장의 준공으로 유안(황산암

모늄) 비료의 생산능력이 14만 2,000톤에서 28만 

4,000톤으로 2배 증가하였다.

(2) 인산질비료

풍농은 1976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 1979년 입상화에 성공하

여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풍농

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입상 용성인비를 생

산 공급하였다.

(3) 복합비료

조선비료공업은 1982년 수도 이삭거름용 비료 

N-K 복합비료를 개발하였으며, 1984년 제3종 복

합비료 생산허가를 얻어 생산 비종을 다양화하였

다. 이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양액재배용 비료를 

1985년부터 생산하여 무공해 청정야채를 흙 없이 

재배할 수 있게 하였다. 1987년 KIST와 공동연구

로 단 한 번의 시비로 효과가 4~5개월 이상 지속

되는 지효성 피복비료를 개발하였다. 조선비료공

업은 1990년 10월 상호를 조비로 변경하였다.

(4) 석회질 및 규산질비료

한국협화화학공업은 1972년 설립되어 포항제철과 

원재료 계약을 체결하고 규산질비료를 생산해왔

다. 1980년에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계획적인 

농토 관리에 기여하였다. 1985년 규산질비료에 인

산을 반응시킨 규인비료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

하고, 1986년부터 생산 공급을 시작하였다. 경기

화학은 과린산석회 공장을 신설하여 1989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5) 고토비료

경기화학은 1989년에 황산고토 부천공장을 준공

하고 연간 2만 5,000톤 규모의 황산고토를 생산하

였다.

(6) 유기질비료

서울미원은 조미료 폐기물을 발효시켜 제조한 유

기질비료를 일본에 수출하였다. 유기질비료가 토

양의 산성화 방지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수출도 급증하였다. 제일

제당도 조미료 폐기물에서 제조한 유기질비료를 

1980년부터 일본에 수출하였다. 1978년부터 생산

하여 국내에 공급하다가 일본 현지에서 작물재배 

시험과 품질검사를 거쳐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제일제당은 1982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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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아미노산 발효 부산물을 이용한 정원용 비료

를 개발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2.1.6 완전 민영화와 사업 다각화

가. 1990년대 비료 산업

1980년대 추진된 비료공업 합리화 조치의 결과 

1990년대 비료 산업은 생산·판매 자유화, 비료 

시장의 문호개방 및 수입 자유화, 비료 업체 민영

화 등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모

든 비료 업체들이 완전 민영화됨에 따라 공기업 

중심의 비료 산업은 본격적인 시장 경제 체제 속

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정부는 「비료관리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하였

다. 1988년 비료 판매 자율화로 비료 이중가격 제

도가 중단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1990년 걸프사태로 인하여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비료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다시 한

시적으로 가격차손보전제를 도입하였다. 한시적

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05년 6월까지 계속되었

고, 총 1조 643억 원의 보전액이 발생하였다. 1990

년대 중반 친환경 농업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화

학비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비료 업체

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료 생산을 줄여나갔

으며,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생존을 모색해야 했

다. 비료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으나 국제 시장의 비료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에 비료 업체들은 정밀화학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는 등 비료 이외에 사업 다

각화를 추진하였다.

1987년 말 시행된 제2차 비료 공업 합리화 조치

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2차 비료 공업 합리

화 조치의 핵심은 비료 생산·판매의 자유화, 국

내 비료 시장의 문호 개방 및 수입 자유화 조치

였다. 이는 국내 비료 업계에 자생력 배양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요구하였다. 정부의 통제가 없어지

면서 각 업체는 자율적으로 생산 비종을 결정하

고 농협을 통한 납품 판매 외에도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비료 공업 합리

화 조치에 따라 공기업 중심의 비료 산업은 1990

년대에 완전 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우선 1990년 5

월 영남화학(제3비)이 동부석유화학에 흡수 합병

되고, 남해화학(제7비)은 외국 지분을 농협이 인

수함으로써 국내 법인화되었다. 또한 1994년 7월

에는 한국비료(6비)가 삼성그룹에 인수되어 그 해 

10월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하였다. 1998년 한국

종합화학공업이 소유하던 남해화학의 지분은 모

두 농협중앙회에 인수되었다. 이로써 공기업 형태

의 비료 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1990년대 중반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내 농업 

정책은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부합해야 했다. 정

부의 보호 및 통제로 운영되는 국내 농업은 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비료 산업의 자유화 조치는 국내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정

부는 1993년 이후 공산품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됨

에 따라 1996년부터 비료 수입을 개방하였다.

또한 1996년 유통 산업 개방에 따라 외국인에

게 비료도매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비료의 수입 

및 판매 시장을 점차 자유화하는 조치를 시행하

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는 친환경 농업 정책

이 농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농림부는 1995

년부터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

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기농법

에 의하여 동일한 포장에서 3년 이상 재배할 경

우 유기농산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1단계로 유

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포장실

태를 확인하고, 2단계로 유기농업 실천 농가에 대

한 시·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승인 판정을 받도록 

한 뒤 재배 과정의 퇴비 등 유기물 사용 실태와 

비료, 농약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3단계로 합격

된 농산물에 한하여 인증 표시를 하여 출하하도

록 하고, 소비자 유통 단계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 단계에 걸쳐 

철저히 검사한 후 유기농업의 품질을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설치되

었고, 1996년 7월에는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을 발표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환경농

업육성법」을 제정하여 환경농업 육성정책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비료의 

적정 사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보전형 직접지불제도(1999)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

고, 농가의 적정 시비를 통하여 토양 양분의 불균

형을 해소하는 캠페인 흙살리기운동(1996)이 추

진되었다.

농협의 흙살리기운동은 우수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토양 진단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한 흙을 만들고자 추진되었다. 농

협은 공동 퇴비생산장을 운영하여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한편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

을 늘리고 시비 기술의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

섰다. 이를 위하여 매년 비료판매액의 1.3%를 재

원으로 조성하였고, 1996년에는 38억 원의 재원이 

흙살리기운동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 

정책은 비료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 비료 기술수준

(1) 암모니아 공장

암모니아 공장의 시설용량은 국내 소비를 충족할 

수 있었지만, 산유국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일부

를 수입하는 상황이 되었다. 충주비료 건설 이후 

암모니아 합성방법은 지속적으로 개량되었다. 기

존의 원료인 나프타를 부탄으로 전환하여 원가를 

절감하였으며, 공해 배출물질을 최소화하고 에너

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신 공정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공정들은 외국으로부터 들어

온 것이었다.

(2) 요소공장

국내 요소공장은 모두 완전 순환 방식을 채택하

고 있었다. 이 과정은 요소 합성, 분해 부문, 회

수 부문, 결정과 제립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요

소 합성 부문은 액체 암모니아와 CO2 가스를 250

기압까지 압축시켜 순환 카바메이트 용액과 함께 

요소 합성탑으로 보내 합성시킨다. 분해 부문은 

요소, 암모늄 카바메이트, 수분 및 과량의 암모니

아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반응 생성물에서 요소

를 분리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고압분해, 저

압분해, 기체분해의 3단계로 진행된다. 과량의 암

모니아는 압력이 감소할 때 분해되고 암모늄 카

바메이트는 암모니아와 CO2로 분해되어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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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수 부문은 분해과정에서 분리된 암모니아

와 탄산가스를 원심분리기에서 오는 모액에 흡수

시킨다. 이를 카바메이트 용액으로 만들고 요소 

합성으로 순환되어 보충되는 암모니아, 탄산가스

와 함께 요소 합성에 다시 사용하는 과정이다.

결정과 제립 부문은 요소용액을 결정으로 만들

고 건조하는 과정이다. 요소용액은 결정기의 진

공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원심분리기에서 요소

결정이 분리되어 뜨거운 공기에 의하여 건조되면 

수분이 0.3% 미만으로 된다. 건조된 결정은 유동

건조를 통하여 제립탑 꼭대기로 운반하여 용융

시킨 다음 분배기를 통하여 제립탑으로 떨어뜨린

다. 이를 제립탑 밑에서 불어 올린 찬 공기로 응

고시켜 제품으로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공명제

립기(acoustic granulator)를 설치하면 입자의 균일

화 및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여 손실을 방지하고 

환경오염물 배출을 줄일 수 있다.

(3) 황산공장

황산의 제조방법은 크게 연실법과 접촉법이 있

다. 연실법에서는 65~75%의 황산을, 접촉법에서

는 93% 이상의 농황산을 얻는다. 동부화학, 진해

화학, 남해화학은 모두 접촉식, 그 중에서도 몬

산토(Monsanto)의 건식접촉법을 채택하였다. 황산 

제조 공정은 유황 연소 부문, 전환 부문, 열회수 

부문, 흡수 부문으로 구성된다. 남해화학과 동

부화학은 몬산토가 개발한 HRS (Heat Recovery 

System) 공정을 도입하여 각각 1987년, 1990년 설

비를 완공하였다. 추가로 회수된 열량으로 스팀

을 생산하고, 이 스팀으로 자가발전을 하는 방식

이다.

(4) 인산공장

인산공장에서는 기존의 이수석고(二水石膏, 

gypsum dihydrate) 공정을 반수-이수석고 공정으

로 전환하여 46% P2O5 제품을 직접 생산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26% 인산을 농축하는 데 드는 스

팀을 절약할 수 있었다.

다. 비료 제품

(1) 보통비료

1990년대는 단비(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등)보다

는 복합비료와 맞춤형 배합비료의 개발이 활발하

였다. 비료 산업의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 그리

고 환경 이슈의 결합은 화학비료의 생산 패턴에

서도 드러났다. 1980년대 말 이후 미원, 제일제당, 

서립 등의 회사들이 비료 시판 경쟁에 뛰어 드는 

등 비료 생산 업체 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쟁 

과정에서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하여 생산을 중단

하는 등 화학비료 생산량은 1996년을 고비로 하

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7년부터는 비료 양분에 의한 환경의 과부하

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비를 위하여 생산 비료

의 비종이 다양해지는 추세였다. 특이한 점은 작

물을 재배하기 전 토양을 검정하여 부족한 성

분량만 보충하도록 하는 비료인 BB 비료(Bulk 

Blending, 주문배합비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는 이러한 비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현지 

공장을 세우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를테

면 남해화학, 풍농, 경기화학 등 큰 회사들이 제

주도에 BB 비료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제조하

여 공급하게 된 것이다.

농협은 1997년 토양 분석과 그에 따른 거름주기

(시비) 처방서를 받아 지역, 작목별로 적합하게 

주문하여 생산하게 하는 배합비료 공급을 시작

하였다. 전국의 토양을 평균치로 계산하여 생산

하는 기존 복합비료로는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토양 분석을 거쳐 땅의 

성분과 작목별로 적합한 비료를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토양 분석 후 내려진 시비 처방서에 따라 

땅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농

민들이 농협 토양진단센터나 농촌지도소 등에 토

양 분석을 의뢰하면, 단위 농협은 토양 분석에 따

른 처방서대로 비료 제조 회사에 주문하여 농가

에 공급해 주었다.

이처럼 땅의 상태에 따라 배합 비율을 조절하는 

맞춤형 비료인 BB 비료는 말 그대로 맞춤형 생산

이므로 상세 제품군으로 분류하기는 불가능하다. 

복합비료 제품군도 더욱 다양해졌다. 고토 성분

을 함유한 신세대 복비(22-12-12+3), 저칼리 벼

이삭거름(18-0-15), 쌀맛나 등 완제품형 복합비

료의 출시도 이어졌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농약과 비료의 복합제를 개

발하였다. 이 복합제는 벼의 생육, 수량, 병해충 

방제 효과 등에서 비료와 농약을 따로 처리한 것

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2) 부산물비료

1990년대 초반부터 비료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농업 선진국들에서 비료의 남

용이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

고 있었다. 비료를 남용하면 수질 오염, 수계의 부

영양화, 온실가스 발생 조장, 작물에 의한 중금

속 흡수 조장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

음이 거론되자, 농산물의 증산보다는 환경친화

적 농법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비료의 사용량

도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즉 유기질비료는 생산

이 증가하는 반면 화학비료의 생산량은 1997년 

398만 톤에서 2003년 331만 톤으로 점점 사용량

이 감소하였다. 한편 부산물비료의 경우 같은 기

간 생산량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

후 환경오염, 특히 토지 산성화에 대한 사회적 우

려가 확산되면서 화학비료보다는 부산물비료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남해화학, 풍농 등 화학비

료 회사가 유기질비료 공장을 연이어 준공한 것

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에 새롭게 소개된 부산물비료 기술 

역시 화학비료 회사보다는 다른 종류의 업체들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찌꺼기 등으로 

개발한 것이 대부분이다. 섬유 수출업체인 기온

물산은 프랑스 바이오포스와 기술제휴를 맺고 유

기질 천연비료를 생산하였다. 대광은 질석에 축산

분뇨를 함유시킨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일진상공은 당시 국내 최초로 음식

물 찌꺼기로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다. 한국전력은 

강릉대와 공동으로 석탄회에 오징어 쓰레기와 톱

밥을 섞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

기도 하였다.

1996년부터 우리나라 농업이 친환경 농업 정책을 

표방하면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물 생산 및 

공급량도 많아졌다. 특히 농협이 공동퇴비장을 

건설한 이후 더욱 많은 퇴비가 생산·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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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약 50만 톤, 1996년 99만 톤을 생산하였으

며 1997년에는 150만 톤 이상을 생산 공급하였다. 

친환경 농업, 흙살리기운동이 전개되면서 화학비

료 보조 지원 폐지와 유기질비료의 공급량 확대

를 위하여 농협에서는 1997년, 정부에서는 1998

년부터 보조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조 사

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유기질비료의 생산량은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라. 환경 문제와 비료 산업

비료 산업은 식량증산을 이끌어 낸 주역이었지만 

토양 산성화의 주범이라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

다. 이미 1950년대부터 화학비료가 토양을 오염시

킨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논란이 된 것

은 1990년대 전후부터라 할 수 있다. 화학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으로 부산물비료, 유기질

비료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정부 역시 보조금 지

급 등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였다. 화학비료의 

생산은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기

여를 하였다. 반면 증산을 강조한 정부의 농업정

책은 1980년대 말부터 농약과 비료의 과다한 사

용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농촌

에서는 농약 중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토양 산

성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토양 산성화 문제

는 각종 작물의 생육장애로 직결되었다. 1990년

대 초 여러 농촌지역에서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

하였다.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 문제와 더

불어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토양 산성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에 따라 세계적으

로 환경운동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농업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

기 위한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에 대한 논의가 국

내에서도 일었다.

1990년대 본격화된 환경 이슈는 1997년부터는 비

료 양분에 의한 환경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

인 시비를 위하여 생산 비료의 비종을 다양하게 

하였다. 특이한 점은 작물을 재배하기 전 토양을 

검정하여 부족한 성분량만 보충하도록 하는 비료

인 BB 비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이러한 비료

를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현지 공장을 세

웠다. 이를테면 남해화학, 동부팜한농, 풍농, KG

케미칼 등 큰 회사들은 제주도에 BB 공장을 세우

고 현지에서 제조·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마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

는 시설을 짓고 근처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가 증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어

들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변화

가 나타났다. 유기질비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불

법 수입비료와 불량비료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무기질비료에 비하여 비싼 유기질비료 가격, 퇴비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염류집적 및 환경오염, 그리

고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부생되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를 고심

하고 있고, 그 처리를 위하여 이를 퇴비의 원료로 

이용하는 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폐기물뿐만 아니라, 현재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음식쓰레기 처리문제는 유기질비료

화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

제협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

이 금지되면서, 서해와 남해에 버려왔던 500만 톤

의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해결책을 찾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기질비료화가 훌륭

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토양학자들은 유기질비

료도 과다 사용되면 토양을 망가뜨리고 과다영양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2.1.7 비료 산업 해외 진출

가. 2000년대 비료 산업

2007년 한국의 비료 사업실적은 1조 원을 돌파

하였다. 같은 해 남해화학은 비료수출 2억 달러

를 돌파하였고, 이듬해 십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

하였다. 2001년 삼성엔지니어링은 베트남에서 4억 

달러 규모의 비료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였

다. 이는 외국의 기술을 들여와 충주비료 공장을 

준공한 지 40년 만에 거둔 성취였다. 하지만 외형

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료 회사의 국내 매출에

서 비료 부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비료 업체들이 내수 비료 시장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계속 추진하

였기 때문이다. 비료 업체들은 정밀화학, 종합 농

자재 사업, 생명공학 산업, 농산물 유통사업에 이

르기까지 사업 다각화에 나섰고, 그 결과 비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준공 당시 단일 요소비료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

모를 자랑하였던 삼성정밀화학(구 한국비료)은 

점차 비료 생산을 줄이며 정밀화학 업체로 변신

을 추구하였다. 2011년 5월부터는 요소비료 생산

을 완전 중단함에 따라 삼성정밀화학은 비료 생

산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였다. 국내 최대 비료 

업체인 남해화학은 이미 2002년부터 요소비료 생

산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요소비료는 더 이상 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 화학비료로 

꼽히는 요소비료의 생산 중단은 국제 경쟁력 약

화를 겪고 있는 한국 비료 업계의 현실을 보여주

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부는 필수 농자재로 인

식되어 온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

이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2000년 농림부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2004년까지 

30%, 2010년까지 50% 줄여가기로 하였다. 친환

경 농업의 핵심기술로 지력 강화를 통하여 농작

물 생육을 높이고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종합관

리 시스템(INM / IPM)을 활용하여 1999년 각각 

84만 2,000톤과 2만 2,000톤이었던 화학비료, 농

약 사용량을 2004년까지 61만 4,000톤, 1만 5,000

톤 규모로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

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1ha 기준 2000년 382kg

이었으나 2007년 340kg, 2008년 311kg으로 줄어

들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반세기 이상 다양

한 방식으로 비료가격을 관리해오던 정부 정책이 

중단되었다.

1988년 비료가격 자율화와 함께 비료가격 관리도 

중단되었다가 1990년 걸프사태로 인하여 한시적

으로 가격차손보존제가 도입되었다. 이 한시적 제

도는 2005년 중단되었지만, 2008년 하반기에 비

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다시 도입되었다. 그

러나 이듬해 비료가격이 안정되면서 정부는 환경

에 부담을 주는 농어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친환

경 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로

써 가격차손보존제는 폐지되었다. 이는 화학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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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조금의 완전 중단을 의미하였다. 동시

에 비료 업계나 농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

는 우려를 불러왔다. 친환경 농업 확산과 화학비

료 사용량 감소에 따라 BB 비료 생산이 늘어났

으며, 한편으로 완효성 비료가 주목을 받게 되었

다. 완효성 비료는 한차례 시비로 농작물의 전 생

육기간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비료를 말한다. 

이 비료는 시비량 감소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

이고 동시에 노동력 절감에도 효과적이어서 여러 

업체들이 개발에 나섰다.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료 회사들은 이들 비료의 생산을 지속적

으로 늘렸다. 하지만 업체의 난립으로 품질관리

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이미 우리 토

양이 과다영양 상태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

질비료의 과다 사용이 토양 오염을 가져올 수 있

음이 지적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 친환

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통하여 2010년까지 화학

비료 사용량을 현재의 69%, 2013년까지 60% 수

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춰 비료 

생산 업체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을 감당할 

수 없다며 농협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는 정부 보

조금 부활은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

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

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농약

사용량은 ㏊당 12.8㎏으로 1위에 속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농경지 양분 수

급에 필요한 소요량의 경우 질소는 113%, 인산은 

125%가 과다하게 농지에 투입된 상태였다.

결국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친환경 농업 중심 농

업 정책은 화학비료 감축 및 지원중단으로 이어

지며 농업인과 비료업체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고 

친환경 농업이 장려되면서 외국에서 유기질비료 

원료가 많이 수입·판매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나. 비료제품

(1) 보통비료

2000년대에 개발된 신규 비종은 모두 복합비료이

다. 사실 단비는 말 그대로 단일 성분의 무기질비

료(화학비료)이므로 신규 개발을 할 여지가 크지 

않다. 한아름, 쌀풍년, 신단 단한번, 맛도복, 땅심 

NK, 한포로 등 다양한 종류의 일반 복합비료와 

미량원소 함유 복합비료들이 개발되었다. 한편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한 번 시비만으로 수확기

까지 양분 공급이 가능한 완효성 시비인 완효성 

복합비료도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풍농의 M.U 

비료와 남해화학의 오래가, 오래가 골드, 시나브

로 등이 있다. 2002년에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

텍이 국내 최초로 바닷물에 녹아 있는 마그네슘 

이온을 추출하여 비료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마그네슘은 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미량 원소

로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의 노화현상을 유

발하고 과잉이면 뿌리 생육에 지장을 주는 등 식

물의 생장 발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2) 부산물비료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남해화학, 풍농, KG케

미칼(전 경기화학, 2003년 상호변경) 외에도 동부

팜한농과 협화도 유기질비료 사업에 참여하게 된

다. 동부팜한농은 2000년, 협화는 2008년에 각각 

유기질비료 생산설비를 준공하고 생산·판매에 

들어갔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부산물비료를 생

산하는 기술이 몇 가지 도입되었다. 2006년 한국

원자력연구소는 불가사리와 하수 슬러지를 이용

하여 퇴비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중금속이 덜 함유된 하수 슬러지에 전

자선을 쪼여 대장균 등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을 

멸균시킨 뒤 미량의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여기

에 유기칼슘 성분이 풍부한 불가사리 분말을 혼

합하여 질이 우수한 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같은 해,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간벌목을 활용한 

나무비료를 처음 개발하였다. 농업기술원이 강원

대학교와 공동으로 10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한 

이 기술은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나오는 간벌목

을 잘게 쪼개 동전 크기의 나무칩으로 만든 뒤, 

비료 성분을 고압으로 나무세포에 주입하는 방법

으로 나무 비료를 생산하였다.

2.2 비료에서 정밀화학으로 전환

2.2.1 한국비료의 설립

가. 세계 최대 요소비료 공장 건설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창업주는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하여 비료 수입에 드는 막대한 외화

를 절약하고, 식량 증산과 수출을 통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1964년 8월 

27일 한국비료공업(이하 한국비료)을 설립하였다. 

한국비료는 1965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공장 건

설에 필요한 자본재 도입을 승인받고, 이어 10월 

22일에는 울산공단 내에 36만 평(119만 82m2)을 

건설부지로 지정받았다. 1965년 12월 10일에는 공

장 건설에도 착수하였다. 공장의 설계와 감리는 

일본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계열사인 도요(東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물량

수출 1,169 1,342 1,479 1,529 1,637 1,395 1,279

수입 3,297 3,314 4,019 3,127 3,075 2,888 2,724

(무역) -2,128 -1,972 -2,540 -1,598 -1,438 -1,493 -1,445

금액

수출 175 190 292 399 569 483 357

수입 264 366 826 1,003 1,310 1,411 1,283

(무역) -89 -176 -534 -604 -741 -928 -926

단가

수출 150 142 197 261 348 346 279

수입 80 110 206 321 426 489 471

(무역) 70 31 -8 -60 -78 -142 -192

출처 : 한국비료협회, 해당년도, 비료연감

 주 : 2000년, 2005년 대북지원 각 30만 톤, 35만 톤 포함

<표 2-4> 무기질비료 연도별 수출입실적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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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엔지니어링(TEC)이 담당하였다.

건설의 기계 부문은 나주비료공장 건설에 참여하

였던 현대건설이, 건축 부문은 대림건설이 맡았

다. 1966년 3월 18일에는 공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미쓰이와의 추가 차관 계약과 국내 자재 조

달을 위한 현금조달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리

하여 미쓰이로부터 들여오는 차관 총액은 4,407.7

만 달러에 달하였다. 1967년 1월 7일, 한국비료는 

공사를 완료하고 시동식을 가졌다. 당시 세계 비

료 공장 건설사상 최대 규모, 최신 시설, 최단 공

기라는 3대 기록을 수립하면서 13개월이라는 짧

은 기간 내에 암모니아 공장과 요소비료 공장 등 

주요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2월 22일부터 요소비

료 공장의 합성부 시운전을 시작으로, 각 부문별 

시운전이 진행되어 4월 13일에는 첫 시제품이 생

산되었다. 3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친 후 한국비료

는 1967년 4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 당시 

한국비료 울산공장 규모는 <표 2-5>와 같다.

나. 한국비료의 국가 헌납과 조업 정상화

공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1966년 9월 세칭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졌다. 당시의 상황에

서 공장 건설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기로 결

심하고 그 뜻을 정부에 통고하였다. 정부는 준공 

후 헌납을 요구하였다. 공정이 80% 이상 진척된 

공장 건설은 누군가가 마무리 지어야 할 국가적 

대사였다. 준공 후 6개월이 지나 한국비료의 생산

기능이 정상궤도에 오른 1967년 10월, 삼성은 한

국비료 주식의 51%(9만 9,166주)와 그 운영권을 

정부에 헌납하였다.

한국비료의 가동 첫해인 1967년은 OTSA 사건과 

국가 헌납의 후유증으로 시운전과 성능보장 운전

이 여의치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해 요소비

료 예상 생산량 18만 톤의 절반에 불과한 9만여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판매량 또한 예상하였

던 10만 톤에 훨씬 못 미치는 6만 톤에 불과하였

다.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빈도도 예상보다 

높았다. 암모니아 합성탑과 급수가열기 및 폐열 

보일러 등 일부 기기가 설계 불량으로 사고가 잇

따랐다. 정전사고 등 성능보장 미완료로 인한 트

러블도 비일비재하였다. 새 경영진은 공장의 성능

보장 운전 완료와 차관문제 처리 및 자산 인수인

계 완료, 최소 비용으로 양질의 비료 최대 생산, 

비료 해외 수출 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

였다. 그 중에서도 공장의 성능보장 운전을 완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68

년에는 생산량이 23만 톤에 이르렀고, 처음으로 

요소비료 2만 톤을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9년에 들어 설비, 기술, 재무, 경영 등이 안정

되면서 성장의 전환점을 맞았다. 같은 해 생산량

은 당초 계획 28만 톤을 훨씬 웃도는 30여만 톤을 

기록하였다. 설계 생산능력에 육박하는 생산실적

을 올리면서 임직원들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

신감을 얻었다. 마침내 한국비료는 1970년에 33만 

1,500톤을 생산함으로써 설계용량 33만 톤을 돌

파하였다. 주 생산품인 요소 외에 산소, 질소, 암

모니아, 중탄산암모늄, 탄산가스 등 부산물의 생

산도 활기를 띠었다. 한국비료는 1967년과 1968년

에 산소, 질소, 암모니아 생산공정을 개발하였고, 

1969년에 중탄산암모늄, 1970년부터 액체 탄산가

스를 개발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다. 멜라민 사업의 추진

멜라민 사업은 1969년 연관사업 개발 방안의 하

나로 시작하였다. 멜라민은 주원료가 요소일 뿐

만 아니라 제조공정상 요소공장과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었다. 용도가 합판 접착제, 성형, 도료, 

섬유처리 등으로 다양하였고 그 수요도 증가세에 

있었으나 국내에는 생산회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멜라민 사업은 기존 시설 

및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경영 개선에 이바

지할 것이 기대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연간 약 500

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고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비료는 1970년 연산 6,000톤 규모

의 멜라민 공장 건설을 구상하고 준비에 들어갔

다. 일본의 도요엔지니어링과 건설계약을, 미쓰이

물산과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1971년 8월에는 수

출허가도 받았다. 이어 1972년 3월 30일 기공식을 

항목 내용

생산능력
암모니아 공장 195,000톤/연(590톤/일)

요소공장 330,000톤/연(1,000톤/일)

용수처리시설 원수처리 27,400톤/일

보일러시설 54톤/시간×3기

수전시설 전압 154㎸

용량 55,000㎸A

부대시설

산소(질소)공장 50,000병/연

공작공장 2,598.36m2

용접공장 919.01m2

제대공장(PE Bag) 40,000대/일

<표 2-5> 준공 당시 한국비료 울산공장 규모

출처 : 롯데정밀화학

〈그림 2-5〉 한국비료 공장 전경

출처 : 롯데정밀화학

〈그림 2-6〉 첫 시제품 생산(196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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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대부분의 공사는 

1973년 8월 중순에 마무리되었다. 이어 10월 1일

부터 시운전에 돌입하여 10월 8일 멜라민 시제품

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 성능보장 운전도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었다. 준공식은 첫 시제품을 생산한 직후

인 1973년 10월 16일 개최되었다. 공장 설립계획

을 세운 지 4년 만이었다. 이로써 한국비료는 수

입에만 의존하던 멜라민의 국내 수요량을 대체하

면서 수출 길까지 열게 되었다.

2.2.2 정밀화학 분야 진출

가. 비료 산업의 한계와 정밀화학 진출

한국의 비료 산업은 197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한 원가 급상승

으로 국내 비료 업계는 출혈 수출을 감수해야 하

였다. 당시 외화 획득이 지상과제였던 정부는 수

출드라이브 정책을 펴면서 출혈 부분을 비료계정

이라는 장치를 마련하여 보상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조치가 안팎으로 밀려오는 비료 산업의 한

계를 막지는 못하였다. 1977년 남해화학이 준공

됨으로써 한국의 비료 생산능력은 수요량을 훨씬 

넘게 되었다. 오일쇼크로 인하여 원가는 급상승

하였고 산유국들이 비료 생산에 뛰어들어 비료의 

국제가격은 급락을 거듭하였다.

한국의 비료 수출은 더 이상 채산성이 맞지 않

았다. 공업용 요소 생산도 1970년대 말부터 사양

길에 접어들었다. 1978년까지 합판 업계가 호황

을 맞이하면서 공업용 요소는 연평균 20% 이상

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국

제적인 불황으로 1980년대부터 공업용 요소의 수

요가 격감한 것이다. 원목 생산국의 자연보호 정

책과 합판 공장 건설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이 겹치

면서 합판 업계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비료는 

비료 내수 시장의 급격한 수요 감퇴, 가격 하락

과 공급과잉 등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영 전략의 방향을 사

업 다각화 전략, 특히 정밀화학 제품 개발에 중점

을 두게 되었다.

나. 메틸아민류, 디메틸포름아마이드 등 사업화

기존 제품이나 공정 부산물을 활용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메틸아민(MA - Methyl 

Amine),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 Dimethly 

Formamide), 콜린클로라이드(Choline Chloride), 일

산화탄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978년 4월에 

각 연산 8,000톤 규모의 메틸아민 공장과 디메틸

포름아마이트 공장, 연산 1,000톤 규모의 콜린클

로라이드 공장과 연산 7,000톤의 일산화탄소 정

제 공장 건설 사업을 확정하였다. 메틸아민류는 

고무 가황 촉진제, 계면활성제, 염료, 안료, 도료, 

의약, 농약 등의 원료로 쓰였다. 또한 디메틸포름

아마이드는 폴리우레탄(PU) 용제로, 콜린클로라

이드는 양계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비료의 신사업군 내에 정밀화학 분야 

제품 개발은 아직 생소하였고, 국내 시장 규모 역

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다방면에 걸친 분석과 검토·보완을 거친 끝에 미

국의 레오나르드 프로세스 컴퍼니(Leonard Process 

Company), 테네코(TENNECO), KTI 등 3개 회사

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1개월여 협상

을 통하여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978년 7월 5

일부터 메틸아민 공장 부지의 정지 작업이 시작되

었다. 한국비료 기기제작부에서는 총 소요 설비

의 약 90%를 자체 제작·조달함으로써 화공설비

와 장치의 내재화, 건설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달

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비료는 1980년 6월 

10일 준공식을 개최하며 정밀화학 분야에 첫 발

을 내딛었다.

다. 개미산 사업 추진과 말로네이트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한국비료는 1978년부터 검토하여 온 개미산(FA 

- Formic Acid)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파일

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는 1981년 11월에는 

DMF 일부 시설을 이용하여 포름산메틸(MF - 

Methyl Formate) 합성과 그에 따른 각종 기초 자료

를 획득하는 한편, MF의 최대 생산용량 등을 결

정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 결과 개미산 공장의 규

모는 연산 5,000톤으로 결정되었고, 공정은 미국

의 레오나드 프로세스(Leonard Process)를 채택하

였다. 이 개미산 제조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

로 추진된 것이었다. 건설은 핀란드의 케미라 오

이(Kemira Oy)가 2만 톤 규모로 진행하였다.

또한 말론산에스터(Malonic acid ester)류의 제조기

술 개발을 C1 화학 분야의 중요한 2차 사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1980년 

12월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촉매공정연구실

과 함께 코발트카르보닐(Cobalt Carbonyl) 촉매를 

이용한 말론산에스터 제조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

을 체결하고, 1981년부터 2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말로네이트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비료는 추가적인 실험과 파일

럿 테스트를 거치면서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말로네이트의 사

업화를 추진하였다.

말론산에스터의 제품 중 디이소프로필말로네이트

(DPM - Diisopropyl malonate)은 ‘후지왕’(벼 도열

병 방제에 쓰이는 농약)의 중간 핵심 원료로 사

용되는 것으로 당시 정밀화학 선진국이었던 독일, 

일본, 스위스에서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이

를 상업화하면 국내 농약 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비료는 이 약

제의 소비 추세를 살피다가 1984년 3월에 사업화

를 결정하였다. 이후 1984년 9월부터 연산 300톤 

공장의 시운전을 시작하였고, 12월 5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한국비료는 독일, 일본에 이

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C1 화학에 의한 신공정 기

술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후 2년간 

상업운전과 기술개량을 통하여 연산 2,500톤 규

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여 1987년 5월에 완공하

였다.

이로써 한국비료는 세계 말론산에스터 시장에서 

규모나 기술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

다. 1987년 11월 한국비료는 그간 세계 시장을 주

도하였던 독일의 정밀화학 다국적 기업인 다이너

마이트노벨(Dynamit Nobel)에 디에틸말로네이트

(DEM - Diethyl Malonate) 200톤을 역수출함으

로써 세계 말론산에스터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비료는 1980년에 완공한 일산화

탄소 공장의 고순도 일산화탄소를 활용하여 디메

틸포름아마이드(DMF – Dimethylformamide) 제

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후 말로네이트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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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면서 디메틸말로네이트(DMM - Dimethyl 

malonate), DEM, DPM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푸르프릴알콜 사업

1980년대에는 국내 중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푸란 

수지(Furan Resin)의 수요가 급신장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푸란 수지는 중장비, 공작기계, 대형의 

주물제조용 몰더(Molder) 모래 점결제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국내에서는 4개 메이커에서 이 제

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푸란 수지의 

주원료인 푸르프릴알콜(Furfuryl Alcohol)은 QO 

Chemical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mith Chen사 

등 해외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한국

비료는 이 제품의 제조공정 기술은 일본 Iwatani

사로부터 도입하고, 제조설비에 필요한 공정 장치

와 공장 건설은 자체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업

을 추진하였다.

일반적으로 푸르프릴알콜은 곡물 폐기물에서 

추출 처리된 푸르푸랄(Furfural)을 수소 첨가하

여 제조하는데, 그 수소첨가 방법에 따라 액상법

(Liquid Phase)과 기상법(Vapor Phase)으로 나뉜다. 

한국비료는 이들 공정 중 후자인 기상법을 채택

하였다. 이 방법은 투자비가 저렴하고 에너지 소

비량 측면에서 절감효과가 크며, 수소의 손실이 

적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푸르프릴알콜의 생산규모는 1989년 10월 

공장 건설 당시 연산 3,000톤 규모였으나, 동남아

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연산 

5,000톤으로 증설되었다. 이후 조선과 중장비 산

업을 비롯한 국내 중공업의 경기 호조와 해외수

요의 증가에 따라 연산 7,500톤 규모까지 확장되

었다.

마. 염소계 용제 사업 진출 및 전해 공장 확보

염화탄화수소계 용제는 상업적으로 염화메탄류

와 염화에틸렌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고 대부분의 유기용매와의 

용해도가 뛰어나 유기합성 용제나 세정용제로 농

약, 의약, 금속세정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제품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비료는 1984년부터 신규 사업의 하나

로 염소계 용제사업 추진을 검토하였다. 그러자 

한국비료의 사업 추진을 인지한 선진국의 한국 

진출 화학 기업들이 덤핑 공세를 펼쳐 한국비료

는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올림픽 특수, 3저 현

상 등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되어 전 산업이 활기

를 띠자 염화메탄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1986년 

염화메탄류 제품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0%나 

증가하였고 1987년에는 58%, 1988년에는 26% 증

가로 사업 검토 초기인 1984년보다 시장이 2배 이

상 확대되었다.

사업 추진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한국비

료는 1989년 10월 일본의 도쿠야마(德山)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염화메탄 공장 건설에

는 약 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한국비료가 보유한 기기사업본부의 기술력으로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대폭 줄어든 액

수였다. 1989년 12월부터 염화메탄 공장의 설계에 

착수하였고 이듬해 3월 27일 기공식을 가졌다. 같

은 해 8월에는 주요 장치들이 대부분 발주되었다. 

해를 넘겨 1991년 5월경에 주요 설비들의 설치가 

끝나면서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크고 작은 

보완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시운전 과정에서 두 번의 가동 중단 등 시행착오 

끝에 정상 운전에 성공해 1991년 11월 7일 준공하

였다. 그동안 기본설계는 도쿠야마가 맡았고, 상

세설계는 국내 럭키엔지니어링(현 GS건설에 흡

수)에서 수행하였다. 염화메탄 공장의 주요 장치

인 소각로는 일본의 니혼화공기(日本化工機)사

로부터 들여왔다. 한국비료의 염화메탄 공장 가

동 당시 국내 제품별 시장 상황을 보면, 메틸클

로라이드(MC - Methyl Chloride)는 국내 총 수

요량이 연간 900톤, 사염화탄소(CTC - Carbon 

Tetrachloride)는 연간 1만 2,000톤, 클로로포름

(CFM - Chloroform)은 연간 6,500톤, 메틸렌클로

라이드(MCL - Methylene Chloride)는 1만 2,000

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염소계 용제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

목으로 미국 Dow, 영국 ICI, 프랑스 Atochem(현 

Arkema), 일본의 메이커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

고 있었다. 국내 시장 역시 이들 메이커가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한국비료는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

국은 염소계 용제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

었고,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선진국들

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한국비료는 염화메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주원료인 염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

였다. 염소는 대량 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성과 물

류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염화메탄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추

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 가성소다

의 자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었기 때문에 염소와 가성소다를 확보할 필요

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아사히카세이공업

(旭化成工業)으로부터 전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

고, 1993년 5월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착공 10

개월 만인 1994년 3월에 준공식을 가졌으며, 순

조로운 시운전을 거쳐 공장은 정상 가동에 들어

갔다. 염소 생산규모는 가성소다 기준으로 연간 5

만 5,000톤이었다.

바. 셀룰로스 유도체 개발 및 사업화

한국비료는 염화메탄 공장의 가동 직후 이를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밀화학 제

품의 사업화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전

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던 셀룰로오스 유도체 

사업이었다. 주요 품목은 메틸셀룰로스(MC - 

Methyl Cellulose),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

스(HPMC - Hydroxy Propyl Methyl Cellulose)였

다. 이 유도체들은 점증성, 계면활성, 보수성, 보

호 콜로이드성, 생리 안정성 등 그 물성이 우수하

여 건축, 토목, 세라믹, 화장품, 각종 화학품, 의

약, 식품 등 용도가 광범위하고 고도의 생산기술

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다.

MC 및 HPMC의 주원료는 한국비료에서 생산하

고 있는 염화메탄, 가성소다 등으로 원료 측면에

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점

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품의 생산기술은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Hoec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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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 Aqualon, Shin-Etsu 등 일부 회사들만 보

유하고 있었고, 바로 이들 기업이 이 MC, HPMC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확보가 매우 어려웠던 것은 물론 제품 생산과 시

장 진출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일단계로 생산기술 확보가 비교적 용

이하고, 유산균 음료, 섬유가호제, 치약, 비누, 석

유 시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점도, 치환도 

등 용도에 따라 제품 규격이 다양한 카복실메틸

셀룰로스(CMC - Carboxyl Methyl Cellulose)를 우

선 개발하기로 하였다. 소규모의 파일럿 연구를 

거쳐 1990년 공사에 착수하였고, 연산 2,000톤 규

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한국비료

는 CMC 개발 경험을 살려 1992년 연산 2,500톤 

규모의 HPMC, MC 겸용 제조설비 건설에 착수

하여 1994년 4월에 준공하였다.

2.2.3 정밀화학 전문기업으로 변신

가. 삼성으로의 복귀

1980년대 말 무렵부터 삼성그룹은 화학 사업을 

강화하였다. 이건희 회장은 1988년 제2창업을 선

언한 이후 첫 사업으로 전자와 기계 부문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던 화학 부문을 보강하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 서산군 대산면에 삼성

종합화학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우

리나라에는 울산과 여수에 2개의 석유화학단지가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호황기를 맞이하면

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은 1988년 5월 삼성종합

화학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1월부터 

대규모 석유화학 콤비나트 건설을 추진하였다. 삼

성은 1991년 9월 민간 기업 최대의 석유화학 콤비

나트인 삼성종합화학단지를 준공하고, 화학 부문

의 확대에 힘을 기울여 나갔다. 동시에 의약, 농

약, 화장품, 촉매, 첨가제 등의 정밀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때 정부에서 한국비료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4년 2월 18일 정부는 민영화추진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자회사 

등 총 75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결정하였

다. 민영화 조치 대상에는 대한중석,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중공업과 함께 한국비료가 포함되

어 있었다. 1994년 7월 15일에 실시된 2차 공개 경

쟁 입찰에서 금강그룹, 대림산업 등과 경쟁을 벌

였던 삼성그룹은 한국비료를 인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산업은행의 예정가 1,300억 원을 훨씬 웃

도는 2,300억 원을 제시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

다. 이로써 한국비료는 지난 1967년 국가에 헌납

된 이후 26년 9개월 만에 삼성으로 복귀하게 되

었고, 1994년 10월 26일 그 이름을 삼성정밀화학

으로 변경하였다.

나. 반도체 현상액 사업

삼성정밀화학은 새로운 전략 사업의 하나로 전

자화학 약품인 반도체 현상액 제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95년 4월 1일 일

본 도쿠야마(德山)와 합작으로 한덕화학(韓德化

學)을 설립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합

작 법인의 자본금은 25억 원으로 삼성정밀화학과 

도쿠야마가 각각 50%씩 출자하였다. 한덕화학은 

LCD, 웨이퍼 등 반도체 설계도면의 현상에 사용

되는 테트라메틸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TMAH 

-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를 생산하기

로 하고 1995년 4월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TMAH는 당시 톤당 가격이 200만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다. 총 100억 원이 투입된 공

장은 연산 500톤 규모로, 착공 7개월 만인 1995

년 11월 27일 준공되었다. 이로써 한덕화학은 그

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가 미국, 일본에서 전량 수

입하여 오던 반도체 현상액 TMAH (TetraMethyl 

Ammonium chloride)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여

기에 TMAH의 핵심 원료인 TMAC를 삼성정밀

화학에서 전량 공급함에 따라 두 회사 간 사업 

시너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덕화학에서 생산된 반도체 현상액은 엄격한 품

질검사로 유명한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그 우수

성을 인정받았다. 한덕화학은 1996년 1월 13일 반

도체 현상액 30만L를 처음으로 출하·수출하였

다. 반도체 현상액의 국산화로 한덕화학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함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서의 경

쟁력도 강화되어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게 되

었다.

이후 한덕화학은 1998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PPB 

(Part Per Billion) 단위의 초고순도를 요구하는 

64MD램 반도체 현상액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

였다. 국내 최대의 반도체 현상액 생산 업체로 확

고히 자리잡은 한덕화학은 삼성전자, LG반도체

(현 SK하이닉스)는 물론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회

사들로 수요처를 확대해 나갔다.

다. 메셀로스 사업 본격화

삼성정밀화학은 1991년에 사업화한 염화메탄을 

활용하여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정

밀화학 제품인 HPMC (Hydroxy Prophyl Methyl 

Cellulose)를 독자 개발하여 국산화하는 데 성

공하였다. 이 제품이 삼성정밀화학의 고유 독

자 브랜드인 ‘메셀로스(MECELLOSEⓇ)’이다. 당

시 HPMC 제조기술은 미국의 Dow, 독일의 Bayer 

등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업체만이 보유한 고난

도 기술이었다. HPMC는 건축재, 합성수지, 식

품,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중간체로 1990년대 중

반 무렵 매년 6% 이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는 약 10만 톤의 수요 물량과 5,000억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

망 제품이었다. 특히, 국내 콘크리트 건축 분야의 

부실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콘크리트의 경량화로 건축물의 고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의 

기술이전 기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3년간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특허 등록 1건, 

출원 6건의 기술자산을 확보하며 HPMC 제조기

술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1994년 3월에는 연

산 2,500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국내 최초로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삼성정밀화학은 셀룰로스 유도체 사업을 향후 전

략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전략에 따라, 공장 

가동 1년 7개월 만인 1995년 10월 23일 제2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총 220억 원이 투입된 HPMC 

제2공장은 연면적 1,630평(5,388㎡), 연산 3,000톤 

규모의 생산설비와 자동창고 및 폐수설비를 갖춘 

지상 6층 건물로 1996년 12월에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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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CH 사업 진출과 PTAC 개발

1996년 9월 13일 삼성정밀화학은 사업 다각화 차

원에서 기존 전해 공장에서 발생한 염소를 활용

하여 도료와 전기전자 부문의 기초 원료로 사용

되는 에피클로로히드린(ECH - EpichloroHydrin) 

사업에 참여하고자 울산사업장에 연산 3만 톤 규

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ECH는 첨

단 신소재인 에폭시 수지와 정밀화학 산업의 기

초 원료인 합성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

로서 그 용도가 매우 광범위한 제품이다. 사업 

진출 결정 당시 ECH의 세계 시장은 Dow, Shell, 

Solvay 등 해외 선진 업체들이 약 70%를 점유하

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한화종합화학이 유일하게 

ECH를 생산, 연간 2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었

으나 국내 수요 3만 3,000톤에 이르지 못하여 부

족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ECH 국내 시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

어 2000년경에는 6만 톤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

었다. 삼성정밀화학은 일본 스미토모화학(住友化

學) 및 폴란드 ICSO의 기술을 도입, 1997년 8월 

11일 울산사업장 내 4,400평(1만 4,545㎡) 부지 위

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ECH 공장 건설에 착수하

였다. 공장은 1999년 5월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

한 뒤 시운전을 거쳐 9월 4일 준공하였다. 공장 

건설을 위하여 총 680억 원이 투자되었고, 연인원 

15만여 명이 투입되었다. 시공은 삼성엔지니어링

에서 맡았다. ECH 설비 외에 연산 6만 톤 규모의 

염소 생산설비 및 환경 처리설비 등의 최신설비

를 갖춰, 국내 최대 ECH 생산공장으로 자리잡았

다. 이로써 삼성정밀화학은 ECH의 수입 대체 효

과는 물론 국내 에폭시 수지 업체에 원료를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6월 삼성정밀화학은 ECH의 계열 제품

으로 제지 산업에서 종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주로 사용되는 프로필트리메틸 암모늄 클

로라이드(PTAC - Propyltrimethyl Ammonium 

Chloride)의 제조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종이의 강도를 높이고 종이에 인쇄잉

크가 잘 표현되게 하며 복사용지 등을 생산할 때 

폐수가 덜 나오게 한다. 또한 섬유 산업에서는 염

색이 잘 되게 하고 섬유가 덜 구겨지게 하는 기능

을 가진다. 샴푸 등에 첨가하면 점도를 증강시키

는 효과가 있다. 이 제품은 ECH와 TMA-HCL 

두 원료를 촉매 존재하에서 반응시켜 제조하는

데, 그동안 전량 수입하여 왔다. 특히, 당시까지 

아시아권에서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이 지역 제지 업체들은 기술 서비스 이전이나 물

류비용 추가부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정밀화학이 제품을 개발함으

로써 원가를 절감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마. 도료 사업 진출 및 구조조정

삼성정밀화학은 사업 구조의 고도화 및 정밀화

학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하여 도료 사업을 추진하

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정밀화학은 1996년 10월 

방식도료 및 자동차용 도료의 세계적 기술 보유

사인 네덜란드 Sigma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정밀화학은 선박, 중방식, 

컬러강판용 도료, 굴삭기, 지게차용 도료 등 산

업용 특수도료 생산 계획을 세우고, 1996년 12월 

울산사업장 내 1만여 평(3만 3,000여m2)에 연산 2

만 4,000톤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1998년 

3월 23일 준공하였다. 약 550억 원이 투자된 도료 

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삼성정밀화학은 날

로 늘어나는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까지 추진하

게 되었다. 이로써 수입 대체 효과와 연 매출 400

억 원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정밀화학은 1998년 7월 31일 도

료 제품 관련 KS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KS 인증 

획득으로 홍보 효과를 보면서 수주도 활발해졌

다. 건설, 토목공사 등에서 이용되는 내구성 강한 

중방식용 도료뿐 아니라 조선 산업에서 이용되는 

선박용 도료, 가정용품과 전자제품에 필요한 전

기전자용 특수도료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며 

착실히 사업을 정착시켜 나갔다. 특히 2002년부터

는 삼성그룹 계열사를 수요처로 확보하면서 확고

한 기반을 다졌고, 새로 개발한 휴대폰용 특수도

료 시장 진입에도 성공하였다.

이에 힘입어 삼성정밀화학의 도료 사업은 2002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전기전자와 조선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증가세를 이어나

갔다. 이후 삼성정밀화학은 사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네덜란드

의 세계적인 도료 전문그룹인 SigmaKalon과 도료 

합작 법인 ‘시그마삼성코팅’을 설립하여 도료 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다. 

이때 삼성정밀화학은 합작 회사에 현금 100억 원

을 출자하면서 지분 40%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자산을 2004년 4월 30일 합작사에 양도하

였다.

이어 2004년 5월에 시그마삼성코팅이 정식 출범함

으로써 삼성정밀화학은 기존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신규 사업에 경영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합작 파트너인 SigmaKalon

이 2008년 미국의 PPG에 인수되고 이어 삼성브

랜드 사용계약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2011년 3월 

4일 사명을 ‘시그마삼성코팅’에서 ‘PPG SSC’로 변

경하였다. 이후 2014년 4월에는 자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PPG SSC 보유 주식의 약 20%를 처분

하고 20%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바. 신약 중간체 기술개발

1990년대 후반 삼성정밀화학은 정밀화학 사업

의 기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신약의 원료

로 사용되는 카이랄(chiral) 의약 원료 사업을 추

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벤처기업인 Synthon

과 협력하여 AIDS 치료제, 항생제, 건강보조제 

등의 핵심 원료인 HGB (Hydroxy γ-butyrolactone)

를 1998년 상반기부터 본격 생산하여 공급하

기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HGB를 원료

로 하여 L-Carnitine, Triol (1,2,4-Butanetriol), 

HT F (3-Hydrox y tetra hydrof uran), HPD 

(3-Hydroxypyrrolidine), CHB (Ethyl (R)-4-

Cyano-3-Hydroxybutyrate) 등 다양한 의약 중간

체 합성기술을 확보하였다.

L-Carnitine은 1980년대 후반 스위스의 생명과학 

기업인 Lonza에서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래 당시 

이탈리아 Sigma-Tau 등 선진 제약회사 서너 곳에

서만 생산하고 있었다. 삼성정밀화학은 이미 상업

화한 값싼 HGB를 핵심 중간체로 사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L-Carnitine 

제조기술로 삼성정밀화학은 1999년 11월 24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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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정밀기술진흥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

였다. 이 기술로 삼성정밀화학은 자체 개발에 따

른 기술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타사에 비하여 경쟁 우

위를 점할 수 있었다.

L-Carnitine은 인체 내의 지방산을 분해하여 에

너지를 생성시키는 생체 내 필수물질로, 지방산

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심장근육과 근육

세포에 유용하여 심혈관계 치료제로 쓰이고, 치

매 치료 보조제, 비만 치료 보조제, 기능성 음료, 

자양 강장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제품이다. 

또한 삼성정밀화학은 영국의 Glaxo Wellcome(현 

GSK)이 개발하여 1999년 4월 미국 FDA의 승인

을 받아 시판 중이던 에이즈 치료용 신약 ‘아제

너라제’의 핵심 원료인 HTF를 2000년 3월부터 

Glaxo Wellcome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HTF는 고순도의 의약품 원료로 당시 kg당 가격

이 1,000달러 대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원료였다. 

삼성정밀화학은 HGB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의약 중간체 개발 및 상업화 과정을 통하여 고순

도 광학 이성질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기합

성 기술, 고순도 정제기술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삼성정밀화학은 의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

여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상당수

의 제품이 아쉽게도 시장 진입에 성공하지 못하

였다. 연구개발 전과 후의 시장 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약화되었고, 생산

에 들어간 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

화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사. 의약용 코팅제(AnyCoat)

삼성정밀화학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큰 제품

으로 의약, 기능성 식품 및 일반 식품용으로 사

용되는 셀룰로스 에테르(Cellulose Ether)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0년 미국 Dow와 일본 

Shin-Etsu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이 제품의 생산기

술을 개발하고 상품명을 애니코트(AnyCoatⓇ)라

고 명명하였다. 2000년 5월 31일 인천 남동공단

에 연산 640톤 규모의 애니코트 공장을 준공하고 

의약용, 식품용, 건식용으로 사용되는 하이드록

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HPMC - Hydroxypropyl 

methylcellulse)와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

로스 프탈레이트(HPMCP -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phthalate)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의약용 캡슐 및 정제 코팅 원료가 동물성에

서 식물성 원료로 대체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였으므로 식물성 원료로 생산하는 애니코트의 

시장 전망은 밝았다. 그뿐만 아니라 광우병으로 

인한 위험이 확산되면서 애니코트는 기존의 동물

성 추출물질인 젤라틴의 대체제로서도 주목받았

다. 애니코트는 펄프를 원료로 한 고기능의 식물

성 의약용 코팅제로 애니코트-C와 애니코트-P

의 두 종류로 생산되었다. 애니코트-C는 수용성 

제품으로 약성분을 보호하는 코팅제 또는 캡슐제

로 사용되었다.

애니코트-P는 물과 산에 녹지 않고 알칼리(염기)

에 녹는 특성이 있으며, 장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만 분해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애니코트-P는 주

로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나 아스피린과 같이 

장에서 녹는 약물의 코팅이나 위산에 의하여 파

괴되는 약물의 보호를 위한 코팅에 사용되고 있

다. 삼성정밀화학이 생산하는 애니코트의 품질과 

제조기술은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 

Kosher 인증, BGMP (Bulk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ISO 9002 인증을 통하여 제품의 우

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늘어나는 수요

에 대응하여 공정 개선을 통하여 생산량을 지속

적으로 늘려나갔다.

아. 전자소재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

(1) BTP 사업 추진과 이관

BT 파우더(BTP - Barium Titanate Powder) 사업

은 적층세라믹 커패시터(MLCC -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사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

공하는 고객 중심의 기술 선도 사업으로 시장 변

화에 민감하고 고품질 및 양산의 신뢰성이 요구

되는 사업이다. 삼성정밀화학은 1999년 12월 삼

성전기와 Lab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협의하였다. 

당시 삼성전기는 MLCC 후발업체로 핵심소재인 

BTP를 일본 고가제품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

다 보니 수급이 불안정하고 비싼 수입가로 인하

여 원가 경쟁력이 취약하여 BTP의 자체 생산이 

절실하였다.

더욱이 당시는 2000년을 앞두고 Y2K (Year 2000, 

2000년 문제) 이슈로 MLCC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고 있었고, 사카이사, 후지티탄 등 일본 거

래선은 자국 업체 우선 공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

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BTP의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었다. 삼성전기는 직접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폐수처리장 등 환경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

자가 필요하였고, 화학 합성 공장에 대한 경험도 

없어 삼성정밀화학에 사업화를 제안하였다.

삼성전기는 1998년 7월부터 BTP Lab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 4월 개발을 성공한 상태였다. 

한편, 삼성정밀화학은 기존 범용 케미칼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전자소재 신사업 진출을 적

극 모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정밀화학

은 삼성전기의 MLCC 사업 일류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기대 아

래 2000년 11월 사업화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사 경영진 차원에서 MLCC용 파우더 사

업 당위성이 논의되었으며 실무 차원의 검토를 거

쳐 최종 사업화가 결정되었다. 제조공법으로는 수

열법(水熱法), 고상법(固相法), 공침법(共沈法) 중 

품질이 우수하고 원료비 및 원료 의존성이 낮으

며 세계 주요 양산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침

법을 채택하였다.

2000년 5월 삼성정밀화학은 삼성전기의 Lab 기

술을 인수하고, 6월부터 공정개선 연구와 전공정

(BTO - Barium Titanate) 파일럿 테스트, 공장 건

설을 위한 기본설계 및 설비 검토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양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

써 삼성정밀화학은 BTP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삼성전기의 수요 확보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1년 1월 연산 

500톤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수, 같은 해 9월에 

완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12월 양산 품질을 확보

하였다. 이어 2002년 4월까지 삼성전기 품질 테스

트 및 소재 승인을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본격 생

산 및 공급에 들어갔다. 이후 삼성전기의 늘어나

는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증설을 통하여 생산량을 늘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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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A 라인 준공 후 2004년 9월에 연산 540톤

으로 증산하고, 2007년 1월에도 라인 개선을 통

하여 증산을 실현하였다. 2007년 3월에는 신규 B 

라인을 증설하여 연산 총 1,180톤 규모를 확보하

였다. 이로써 삼성정밀화학은 IT 산업의 성장세

에 따른 BTP의 빠른 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할 수 

있었다. BTP는 전방 산업인 IT 소재용 MLCC의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꾸준히 경쟁력

을 강화하여 나갔다. 2010년 8월 연산 1,000톤의 

증설을 완료한 데 이어, 2011년 5월까지 추가로 

1,000톤 증설을 진행하여 총 생산량은 연간 3,380

톤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1년 증설에서는 스마트

폰, LED 산업의 성장에 따른 MLCC 수요 확대

에 발맞춰 연산 240톤의 고용량 라인이 포함되었

다. 이로써 고용량 제품 생산이 확대되었고, 전자

소재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발판을 다져 나

갔다.

이와 같이 삼성정밀화학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속

적인 고객 발굴과 이차전지 등 신규 용도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였다. 2002년 사업 진출 

후 6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

시 적자로 돌아섰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MLCC는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박막(薄膜)·미립화(微粒化) 추세에 따라 BTP 수

요는 정체되거나 소폭 성장에 그쳐 판매량이 하

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삼성전기의 BTP 매입 물량 확대가 정체되고, 일

본 Murata 등 대형 수요처가 기술 유출 방지와 원

가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핵심 원료인 BTP 자체 

생산 비중을 80~90%로 높이는 등 판매물량 확

대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삼성정밀화학은 원가 

절감과 고용량 박막 생산 확대를 위한 품질 개선

에 주력하는 한편, 주 고객인 삼성전기 외의 중소

형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확대를 모색하면서 생

산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삼성전기의 MLCC 사업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일관 생산 체제 구축과 삼성정밀

화학의 사업 효율화 및 이차전지 소재로의 선택

과 집중을 위하여 2014년 7월 관련 생산설비 등

을 삼성전기에 매각하였다.

(2) LCP 레진 및 컴파운드 기술개발과 사업 매각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삼성정밀화학은 IT 산

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되

는 액정고분자(LCP - Liquid crystal polymer) 사업

에 뛰어들었다. LCP는 최고의 내열성을 가진 슈

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전기전자소재의 원

료로 사용된다. 탁월한 전기적 안정성 때문에 모

바일, 디스플레이용 부품 및 반도체 패키지용 소

재, LED 부품, 프린터 헤드 등 전기전자 및 섬유 

등에서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었다. 하지만 LCP 시장은 보수적인 편이어

서 원천기술인 레진 및 컴파운드 기술을 확보하

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2008년 세계적으로 일본의 스미토모(住友)와 폴

리플라스틱스, 미국의 듀폰 등이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 사출 업계 시

장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삼성정밀화학은 2003년 사업 기획을 시작한 이래 

2004년 8월 개발에 착수하였고, 이듬해인 2005년 

레진 및 컴파운드에 대한 세계 수준의 독자 기술

을 확보하였다. 이후 제품 테스트와 파일럿 공장 

건설 등을 거쳐 2007년 8월 울산공장 내에 연산 

1,600톤 규모의 LCP 레진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 

공장은 세계 최초로 연속 공정을 실현하여 품질

의 안정성 및 균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이 요

구하는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성

정밀화학은 2007년 12월 LCP 제품 초도 물량을 

출하하며 LCP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였다.

LCP는 2007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공정 및 설비 

개선 등을 통하여 레진 연산 1,800톤, 컴파운드 

연산 3,000톤으로 증산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용도 개발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판매 확대 계획에 차질을 빚고 가격마

저 하락 추세여서 2013년 말까지 적자가 계속되었

다. 이에 삼성정밀화학은 품질을 경쟁 제품 수준

으로 향상시키는 문제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

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생산 인력 효율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

체적인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

면서 2014년에 외부 매각을 결정하였다.

(3) 광학필름 기술개발과 사업 이관

2004년 초 삼성정밀화학은 중장기 신사업으로 

그룹 내재화 수요가 큰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을 유망한 분야로 결정하였다. 세부 품목은 LCD

용 고휘도 필름이었다. 삼성정밀화학은 삼성전자

와 함께 개발 경험을 보유한 핵심 인력을 영입하

여 이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2월 선진사와 합작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

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

락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져 2007년 12월 사업 추

진을 중단하였다. 이처럼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서 삼성정밀화학은 고휘도 필름 개발 시 습득한 

정밀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특허가 만료되

는 2007년 3월, 160만 장 규모의 양산 공장을 준

공하는 등 프리즘필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

나 이 사업 또한 관련 특허 만료 시점을 기다려

온 후발업체들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된 데다, 

주 고객인 삼성전자의 수요 확보와 확대에 예상보

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2010년 1월 제일모직에 이관하였다.

자. 레이저 프린터용 컬러토너

삼성정밀화학은 전자소재 사업의 핵심 제품으로 

차세대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온 컬

러토너 사업을 위하여, 2008년 5월 울산공장에 

연면적 5,600평(1만 8,512㎡), 연산 380톤 규모의 

양산 공장을 착공하여 2009년 3월에 완공하면서 

토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레이저 프린

터용 컬러토너는 감광체 드럼 표면을 (+) 혹은 (-)

로 대전시킨 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위차에 의

한 잠상(潛像)을 만들어 주고, 마찰에 의하여 (+) 

혹은 (-) 전하를 띤 토너를 드럼의 잠상에 부착시

켜 이미지를 구현하는 소재이다.

원래 이 사업은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프린터

에 적용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레이저 프린터용 컬러토너

는 프린팅 사업의 핵심 부품으로 그룹 내제화(內

製化) 대상이었다. 연구개발과 공장 건설 등 사업 

착수까지 총 839억 원이 투자되었다.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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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의 2010년 신기술 인

증식에서 삼성정밀화학은 ‘수계 폴리에스터 케미

컬 토너 제조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 기술은 입도와 형상 제어 기술을 활용한 레이

저 프린터용 케미컬 토너 제조기술로 광택과 화

상 품질이 우수하고, 프린터 저온 장착 설계가 가

능하며 잔류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 함량이 매우 낮아 

향후 친환경 토너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삼성정밀화학은 이 기술로 2011년 제41회 한

국정밀산업기술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

상하였다. 이 기술은 친환경 수계공정을 통하여 

입자 크기, 분포, 형상 등 물성을 정밀하게 제어

하여 고속 컬러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할 경우 저

온 정착성과 고광택 화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2010년 11월에는 외첨 공정을 개선하여 연산 

기준 70톤의 증산 효과를 거두었다. 2012년 5월에

는 연산 1,050톤 규모의 신규 B 라인을 증설하여 

총 생산규모는 연산 1,500톤에 이르렀다. 이 같은 

증설과 더불어 레이저 프린터용 컬러토너 사업은 

본격적인 성장의 길에 들어섰다.

차. 헤셀로스 사업 추가 진출

삼성정밀화학은 셀룰로스 계열 사업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진출한 메틸셀룰로스

(MC)계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신품목인 

헤셀로스(Hecellose) 사업을 추진하였다. 헤셀로스

는 펄프와 EO (Ethylene Oxide)를 원료로 합성된 

수용성 고분자로, 환경이슈와 연계하여 수용성 

페인트에 주로 사용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이외

에도 헤셀로스는 건축용 증점제, 화장품 증점제, 

석유 시추 시 머드(Mud) 제조용 바인더(Binder) 

등에도 적용된다.

헤셀로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삼성정밀화학은 

2010년 3월 초기 투자비 410여억 원을 투입하고, 

연산 5,000톤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2011년 8월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친 후 10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헤셀로스 상업생산이 시작

됨으로써 삼성정밀화학은 건축용, 식·의약용, 도

료 및 생활용품에 이르는 셀룰로스계 제품 주요 

3대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 풀 라인업을 확보하게 

되었다. 헤셀로스 제1공장 가동 직후인 2011년 11

월에는 70억 원을 투자하여 연산 5,000톤 규모의 

헤셀로스 제2공장 증설에 들어가 이듬해인 2012

년 12월에 준공하였다. 이로써 연간 총 생산량이 

1만 톤으로 늘어나 시장규모 확대와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하였다.

헤셀로스 제조기술은 2012년 9월 제29차 IR52 장

영실상을 수상하였는데, 공정 생산성 30% 이상 

향상 등 그 독자적인 기술력과 효과를 인정받기

도 하였다. 2013년 중국 등 신규 시장에서의 매출

이 확대됨에 따라 삼성정밀화학은 상업생산 2년

여 만에 흑자를 실현하였다. 또한 고성장 지역 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통

한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구매

자 시장(Buyer’s market) 전환에 따른 스폿(Spot) 시

장 구매 물량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탄력적인 가

격으로 신규 고객을 확대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카. 에너지소재 사업 추진과 구조 조정

(1) 폴리실리콘 사업의 명암

삼성정밀화학은 2010년부터 친환경 에너지소재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그동안 쌓아온 화학 제품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너지가 예상되

는 여러 신규 사업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고려되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

석연료로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 고갈 문제가 갈

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또한 태양광 발전(發電) 

기술이 향상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와 

기존 화석연료 생산단가가 같아지는 시기인 그리

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함에 따라 태양광 발

전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었다.

삼성정밀화학은 글로벌 태양광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정밀화학 

부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의 주요 기술과 원료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

정밀화학은 합작을 통한 시너지로 성공적인 사

업 안착을 준비해 나갔다. 2011년 4월 1일에 삼성

정밀화학은 미국의 폴리실리콘·웨이퍼 생산기업

인 MEMC(이후 SunEdison으로 사명 변경)와 각

각 50대 50의 지분으로 합작 법인 SMP를 설립하

였다. 설립 초기 MEMC의 원천기술과 삼성정밀

화학의 원료 및 공정, 고순도 정제 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

다. 또한 새로 설립될 공장에는 최고 효율의 생산

공정인 FBR (Fluidized Bed Reactor) 공법을 적용하

기로 하였다.

삼성정밀화학은 울산사업장 내에 연산 1만 1,000

톤(약 1.8GW)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14년 6

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

작하였다. 그러나 사업 착수 이후 폴리실리콘 시

황이 계속 악화되고 공장 완공 후 초기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불확실해지는 등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불안하게 전개되었다. 태양광 산업은 2011

년 말 공급 과잉이 나타난 이후 계속 불황을 겪

었으며, 중국의 신·증설로 폴리실리콘 가격도 하

락을 거듭하였다. 2014년에 들어와 태양전지 관련 

제품의 판매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폴리실리

콘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급 과잉으

로 인하여 언제 다시 하락국면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었다. 삼성정밀화학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보유하고 있던 SMP 지분 50% 

중 35%의 매각을 단행하였다.

(2) 이차전지 활물질 사업의 추진과 사업 이관

삼성정밀화학은 2009년 3월에 이차전지 소재 사

업을 검토하고 2009년 9월에는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였다. 한편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의 금속

산화물 전문기업인 Toda와 양극재 관련 기술 협

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극활물질 수요 증가

가 예상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양

산 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이차전지 활물질

(Active Material for Renewable Batteries)은 전자, 통

신, 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필수제품이 되고 있

는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이다. 삼성정밀화학은 활

물질의 사업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글로벌 기업

과의 합작과 이차전지 소재의 자체 개발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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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2011년 5월 9일에는 Toda와 이차전지 활물질과 

기타 세라믹 재료를 전문 생산할 STM을 합작 설

립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 7일, STM 이차전지 

활물질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12년 말에 준공

하였다. 3,300㎡의 부지에 연간 2,500톤의 NCM 

양극활물질을 생산하는 양산 라인을 갖추었고, 

2014년 6월 첫 고객인 삼성SDI의 품질인증을 통

과하였다. 이후 양산설비를 통한 제품 품질 제고 

노력을 계속하여 2014년 8월부터 제품 출하를 시

작하였다.

한편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차세대 양극활물질, Si

계 음극활물질, 신규 전해액에 대한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졌다. 삼성그룹 내에서 전지소재 개발을 

추진하던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연구 부문을 2013

년 6월에 정밀화학으로 통합하면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였고, 이로써 삼성정밀화학은 경쟁

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갔다. 하지만, 그룹 차원

에서 이차전지 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2015년 8월 

28일 삼성정밀화학의 이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 인력, 합작사인 STM의 지분 등은 삼성

SDI로 이관하기로 결정되었다.

타. 생분해수지 사업

삼성정밀화학은 2010년부터 기존의 썩지 않는 플

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 사업

(Biodegradable Polymer)을 추진하였다. 2011년 1월 

생분해성 수지 전문기업인 ‘S-EnPol (에스엔폴)’을 

지분 100% 보유의 자회사로 설립함으로써 친환

경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생분해 수지

란 사용 중에는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과 동등한 

물성을 갖지만 사용 후 폐기 또는 자연 상태에 버

려졌을 때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등

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즉, 썩는 플라스틱을 말한

다.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플라스틱 제품이 인체 및 환경에 유

해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 용도 또한 식품

용기, 포장재, 토목건축, 자동차, 전자·전기부품, 

농업용 필름, 어업용 어망 및 어구 등으로 다양해

지고 있다.

2013년 10월 30일, 삼성정밀화학의 생분해성 플

라스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정밀

산업기술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

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중합·컴파운드 기술 및 

자체 개발한 촉매기술과 중합공정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고품질의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PBS - 

Polybutylene Succinate), PBAT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를 개발한 공적을 인정받은 결과였

다. 삼성정밀화학과 S-EnPol은 세계 최초로 어망

용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유령어업(어부들이 버리거나 태풍 등

으로 유실된 폐그물, 폐통발에 해양생물이 걸리

거나 갇혀 죽는 것) 해결과 수산자원 보호에 일

조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사업은 지속적인 연

구 및 설비증설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

업이나 본격적인 시장 수요 확대가 지연되어 삼성

정밀화학은 셀룰로스 사업 등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2017년 12월 이 사업을 매각하

였다.

2.2.4 새로운 출발 : 롯데정밀화학

가. 롯데정밀화학의 새로운 출발

2016년 2월 29일, 롯데케미칼은 삼성정밀화학의 

삼성그룹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고 롯데정밀화학

으로 사명을 바꾸었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케미컬 사업에서 기존의 

범용 석유화학 사업 이외의 고부가 정밀화학 분

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롯데정밀화학 역시 50여 년간 축적된 기술 역량

을 기반으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그룹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롯데정밀화학은 비전 및 신 성장 전

략 수립 활동을 통하여 회사가 가진 기술역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도출하고, 그룹 시너지를 통

한 실행 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밀화학 보유 요소

기술은 <표 2-6>과 같이 분류된다.

신 성장 사업 진출 분야로는 퍼포먼스 케미컬, 특

수가스, 라이프 프로덕트, 환경 솔루션 등의 4대 

영역을 선정하고, 상기 요소기술을 최대한 활용

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퍼포먼스 케미컬에 

대해서는 주로 염소계 및 아민계 제품에서 축적

된 기술을 바탕으로 스페셜티 첨가제 분야로 본

격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특수가스 영역은 기존 

암모니아 가스 이외 전자 공정 등에 사용되는 특

수가스 분야의 사업 진출을 목표로 하였다. 라이

프 프로덕트 영역에서는 기존 셀룰로스 제품의 

확장 개념으로 퍼스널 케어 분야의 원료 및 제품 

공급을 추진하며, 환경 솔루션에 대해서는 위생 

환경 분야에서 단순 케미컬 제품 공급뿐 아니라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을 지향하였다.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의 시

너지를 활용하고, 그 결과물은 다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도록 

하였다. 특히 라이프 프로덕트와 환경솔루션 분

야는 롯데그룹의 식품, 유통, 건설 부문과의 시너

지 효과가 기대되었다. 롯데정밀화학은 50년 이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합성·중합

유기합성

폴리에스테르계 유기합성(생분해 수지)

폴리스티렌계 유기합성(중합 토너)

셀룰로스계 유기합성(셀룰로스 제품)

정밀화학 제품 유기계 합성(염소계 제품 등)

조성·배합
고분산 안료배합(중합 토너)

기능성 첨가제 배합(셀룰로스 제품)

가공기술 가공·후처리

압출·사출(생분해 수지)

분체 분쇄(셀룰로스 제품)

분체 표면처리(셀룰로스 제품, 중합 토너)

고순도 정제(증류, 흡착)

응집 처리(중합 토너)

<표 2-6> 정밀화학 보유 요소기술



207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2장
비료 산업

206

의 정밀화학 사업 추진 노하우와 기반 요소기술

을 활용하여 국내 석유화학, 벌크화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져 있는 고부가 정밀화학, 

스페셜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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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

3.1.1 세부 산업 분류 기준

석유화학 산업의 세부 산업 분류는 한국석유

화학협회의 <2016년판 석유화학 편람>처럼 통

계청의 <산업분류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를 기준으로 하였다.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제품별 소분류는 편찬위원회 및 워크숍에서의 전

문가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기초유분, 중간원료, 

합섬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및 기타 제품으로 

세분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상 모든 석유화학 제품

을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국내 생산규모가 큰 제

품 위주로 기술되었다. 또한, 한국바스프(MDI, 

TDI, EPS), 롯데MCC (MMA, PMMA), LG 

MMA (MMA, PMMA),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

션(PS, ABS) 및 삼성비피화학(초산) 등과 같은 다

제

3

장

Petrochemical Industry

석유화학 산업

구분 소분류

기초유분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부타디엔(Butadien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파라자일렌(Para-Xylene), 오르토자일렌(Ortho-Xylene)

중간원료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이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 

비닐 클로라이드 모노머(Vinyl Chloride Monomer), 사이클로 헥산(Cyclo Hexane)

합섬원료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DiMethyl Terephthalate),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카프로락탐(Caprolactam)

합성수지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폴리프로필렌(PP - Polypropylene), 

발포/폴리스티렌(EPS – Expandable / PS - Polystyrene),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PVC - Poly Vinyl Chloride), 

폴리카보네이트(PC - Polycarbona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합성고무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Styrene-Butadiene Rubber), 부타디엔 고무(BR - Butadiene Rubbe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스티렌 부타디엔-라텍스(SBL - Styrene Butadiene-Latex)

기타 제품

알킬벤젠(Alkyl Benzene), 에탄올(Ethanol), 옥탄올(Octanol),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초산(Acetic Acid), 

아세톤(Acetone), 말레인산(Maleic Acid), 무수프탈산(PA - Phthalic Anhydride), 페놀(Phenol), BPA (Bisphenol-A), 

페놀수지(Phenol Resin), TDI (Toluene Diisocyanate), MDI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PPG (Polypropylene Glycol),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석유수지(Petroleum Resin), MMA (Methyl Metacrylate), 

PMMA (Poly Methyl Metacrylate), 고흡수성 수지(SAP - Superabsorbent Polymer), 옥소화학물(Oxo Chemicals), 

폴리케톤(Aliphatic Polyketone), 가소제(Plasticizer), 카본블랙(Carbon Black)

<표 3-1>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제품별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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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기술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기밀누설 방지 등 회사 방

침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3.1.2 한국의 석유화학공업단지

역사적으로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

술적 배경과 축적도 갖지 못한 우리나라는 산업

화 초기 제조공정 기술 대부분을 기술료를 지불

하고 도입하였다. 또한, 석유화학 공장 건설 경

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설계부터 구매·건설까

지의 일체 업무를 일괄도급계약(Turnkey-Base 

Contract) 형태로 미국과 일본의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기는 방법으로 공장을 지었다. 국내 엔

지니어링 회사가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설계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것은 여천석유화학단지의 호

남에틸렌(현 여천NCC)·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

미칼)이 상세설계의 상당부분을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상세설계는 국

내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해외 거대 석유화학 설비의 주계약자

(Prime Contractor)로 활약할 수 있는 바탕은 이때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화공 엔지니어들은 도입한 기술 내

용을 단기간에 파악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

화학 공장을 빠르게 완공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을 끝내자마자 정상 가동 단계에 진입하여 공장

을 높은 효율로 가동하였다. 더불어 디보틀네킹

(debottlenecking)1)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공정 개

선을 통하여 원 단위 개선과 유틸리티 최적화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서는 특정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기술 개발

은 부족하나, 공장의 건설에서부터 운전과 유지·

보수(O&M)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비록 기술발전사보다 산업발전사 위

주 내용이지만 도입 기술의 체화(국산화) 과정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한국 석유화

학 산업의 기술은 주요 제품의 소분류와 같이 기

초유분, 중간원료, 합섬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와 기타 제품의 제조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초유분 제조기술은 지속적 디보틀네킹, 에너지 

효율화, 공장 운전과 유지·보수의 최적화(최단 기

간의 정기보수), 비상정지 없는 연속 운전과 무사

고 운전에 의한 공장 안정화, 체화된 기술을 바탕

으로 한 증설과 설비의 대형화에 의하여 세계 최

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해외 공장에 기술진

을 파견하여 공장 운전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였

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

다. 효성의 프로필렌 생산을 위한 PDH (Propane 

Dehydrogenation) 촉매 개발과 SK종합화학의 방

향족 제품 제조용 촉매와 공정 개발 등은 상업

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이다. 합섬원료 제조기

술 분야에서 삼남석유화학은 자체 개발한 저온 

산화반응에 의한 TPA (Terephthalic Acid) 제조기

술을 원래의 기술도입 기업에 역수출하였다. 또

한 롯데케미칼의 EG (Ethylene Glycol) 생산을 위

한 Shell의 OMEGA 공정과 동서석유화학의 AN 

(Acrylonitrile) 생산을 위한 아사히카세히(旭化成)

의 프로판법 등은 실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

여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합성수지 제조기술은 제품의 다양화와 특수화학 

제품 생산에 성공하여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범용 및 메탈로센 폴리올레핀과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Monomer)

는 자체 촉매와 공정 개발, 개발된 촉매와 공정기

술의 수출 등 기술선도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대림산업의 PB (Polybutene) 제조기술은 선진 기업

이 기술이전을 회피하여 도입하지 못하였지만, 자

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합성고무 제조기술은 합성수지 제조기

술과 같이 자체 공정기술과 특화제품(Specialty) 개

발 등 기술선도화 단계에 이르렀는데, 주로 금호

석유화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기타 제품 제조기술은 제품별로 기술의 단계가 

상이하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은 코오롱인더스트

리의 쿠마론인덴 수지, 수첨 DCPD 수지 제조 공

정기술과 LG화학의 아크릴산 및 Oxo Chemicals

의 촉매 개발, 고흡수성 수지(SAP) 제조공정 개

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

은 이와 같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

렀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은 3대 석유화학

단지 즉,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여수석유화학공

업단지 및 대산석유화학공업단지를 기반으로 이

루어졌다.

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의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루어졌다. 석유화학단지 건설

에 앞서, 정부는 울산정유공장 건설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핵심사업 중 하나

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대한석

유공사를 설립하여 1964년 일산(日産) 3만 5,000

배럴의 원유 처리능력을 가진 정유공장을 완성하

였다. 울산정유공장 가동으로 원료 나프타의 확

보는 물론 비료공장과 정유공장에서 기술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석

유화학공업단지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의 

핵심사업으로 철강단지와 함께 석유화학단지 건

설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1966년 2월, 미국의 경

영컨설팅 기업인 ADL (Arthur D. Little, Inc.)에 

석유화학단지 건설의 타당성 검사를 의뢰하였다. 

ADL 보고서는 이후의 기술 도입과 차관 도입을 

위하여 필수적인 근거자료였다. 한편 1966년 7월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업국 내에 석유

화학 전담조직으로 ‘석유화학과’를 신설하였다.

공업국장 오원철(吳源哲, 후에 청와대 제2경제수

석으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단장), 과

장 함병소(咸秉昭), 김광모(金光模, 석유화학 과

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겸 중화학기획단 부단장), 

김희술(金熙述, 3대 석유화학 과장)과 이탁순(李

鐸淳, 화공기좌) 등이 참여하였다. 1966년 9월에 

정부에 접수된 ADL의 보고서는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수요가 부족하므로 소규모의 공업단

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그 시기 한국의 내수 시

장 규모는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 기준 연산 3

만 2,000톤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 국제 규모인 

연산 30만 톤의 1/10 수준이었다. ADL이 본 당시 

한국 경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병목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전체 공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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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석유화학 공장규

모를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연산 6만 톤으로 확

정하였다. 단지 조성 공사는 충주비료에서 담당

하였고, 책임자로 울산 석유화학지원공단 상무이

사였던 이정상(李正相)이 임명되었다. 나프타 분

해공장(NCC - Naphtha Cracking Center)과 방향

족(BTX - Benzene-Toluene-Xylene) 공장 건설은 

걸프(Gulf)사측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한국

의 석유화학 내수 시장규모는 NCC의 경제성 규

모에 크게 미달하였다. 국가 예산의 편성권 및 부

처별 배정권을 쥐고 있었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

정부)도 ADL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경제기획원은 당시의 빈약한 재정 사정을 고려하

여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상공부(오원철 공업국장)는 

당시 우리나라 제조업(특히 섬유, 신발,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의 전방 수요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

를 눈여겨봤으며, 일단 에틸렌 생산능력을 연산 

10만 톤으로 대폭(당시 내수 규모의 3.1배, ADL 

권장 생산량의 1.7배로) 늘려 잡았다. 또한 에틸

렌 가격은 국제 경쟁 가격으로 정하였고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여 적정 이윤을 정

유회사에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걸프사로부터 투

자를 얻어냈다.

한편, 하류(Downstream) 공정의 계열공장 건설

은 석유화학과 유사한 생산설비 및 공정 관리 부

문에서 경험을 쌓은 상당수의 엔지니어들을 보

유하고 있었던 충주비료가 주축이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 시장과 빈약한 국내 자

본, 숙련 기술자 및 석유화학에 관한 전문지식 부

족, 대규모 공장·산업단지 건설 경험 부족, 그리

고 기술력 낙후 등, 기초 여건(Fundamentals)이 매

우 취약하여 민간 기업 주도의 석유화학 산업화

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 기업

과 합작하거나 국제 금융기관에서 차관을 도입하

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

만 가난한 저개발국에다 남북 군사대립 등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기만 했던 한국에 선뜻 투자나 

차관을 공여하려는 선진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전무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 기업의 출자금에 대한 수익 보

장과 함께 국제 금융기관에서 도입한 차관에 대

해서도 지불 보증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배

경으로 인하여 정부(상공부 석유화학과) 주도하

에 국영 기업이 석유화학 산업화의 핵심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업스트림(Upstrem)2)은 대

한석유공사(정부 50%, Gulf 50%의 합작 기업) 울

산정유공장이, 다운스트림(Downstream)3)은 충주

비료의 석유화학팀이 각각 담당하여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차관(필요한 기술과 자본재 도입)을 확

보하였다.

나프타 분해공장(NCC)과 BTX 공장 건설은 1967

년 10월 대한석유공사가 실수요자로 선정되었

다. 1969년 4월 BTX 공장은 일본 JGC와 계약하

여 1970년 2월에 완공되었고, NCC(10만 톤/년)는 

1969년 4월 미국 켈로그(Kellog)와 계약하여 1972

년 7월에 완공되었다. 프로젝트 매니저(PM)는 미

국인이었고 걸프의 강력한 추천으로 켈로그의 기

술이 채택되었다.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6만 톤/년) 및 VCM (Vinyl Chloride Monomer) 공

장 건설을 위하여 한양화학이 1970년 10월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972년 10월에 준공하였다.

LDPE 사업 추진 당시 국내 수요는 연산 8,000톤 

수준이었고, ADL은 연산 1만 톤 공장 건설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한양화학은 6만 톤/년 공장을 

건설하였다. 국내 판매 후 남는 물량은 수출할 계

획이었는데, 가동 초기부터 연 6만 6,000톤을 생

산하였다. 그래도 급증하는 수요에는 크게 미달

하는 수치였다. 건설 당시에는 2,000기압이라는 

초고압 장치 건설 경험이 없어 건설 기술자를 외

국에 보내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고, 열교환기 가

스켓(Gasket)이 터져 폭발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

었다. PP (Polypropylene)와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70년 6월 대

한유화가 설립되었다. 1971년 3월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1972년 6월에 준공하였다. 당시 PP 

공장 추진 예산으로 2,800만 달러가 책정되었으

나 이를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생산규모

는 연산 2만 톤에서 3만 톤으로 확대하여 성공적

으로 마무리하였다.

HDPE 공장 건설을 놓고 대한유화와 한양화학

이 경합하였으나, 정부 담당부서의 합리적인 조

정으로 대한유화가 선정되었다. 촉매의 불안정으

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한유화는 자체 

개발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준공된 지 1년 

만인 1973년 HDPE 공장은 50% 확장 공사를 통

하여 생산능력이 연산 4만 5,000톤으로 증가하였

다. HDPE 공장은 PP 병산공정으로 PP를 생산하

게 하여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가동을 안정화하

였다. 카프로락탐 사업은 1969년 12월 설립된 한

국카프로락탐(현 카프로)이 추진하였다. 1971년 1

월에 ADB와 2,500만 달러의 차관계약을 맺었고, 

1972년 4월 스태미카본(Stamicarbon)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1972년 9월 공장 건설에 착수

하여 1974년 2월 준공하였다. 이 공장은 순전히 

한국 기술자들의 힘으로 건설하여 운전하였다.

국내 수요가 적어 대만(臺灣)정부와 국제 분

업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DMT (Dimethyl 

Terephthalate) 공장을 우선 건설하여 잉여분은 상

호 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양국 수요가 공히 급팽

창하여 실제 교환물량은 없었다. 합성고무 SBR 

(Styrene-Butadiene Rubber) 사업을 위하여 1972년 

12월 한국합성고무가 설립(삼양타이어 50%, 일

본 미쓰이(三井) 50%의 합작 투자)되었으며, 1973

●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소규모 개발도상국이다. 

1965년 1인당 GNP가 104달러, 인구는 2,840만 명

으로 이 가운데 농촌에 2,000만 명, 서울에 350만 

명, 부산에 1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   한국인들은 잘 훈련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노

동생산성은 대만이나 홍콩보다 낮다.

●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 1964년 1억 1,900만 

달러이다. 미국의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가 지속될 

것이다. 또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차관+무상원조 

: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 7억 달러가 10년

에 걸쳐 들어온다.

●   화물수송은 철도에 의존하며 도로 총 연장 3만 

2,000km는 거의 비포장이다. 암모니아와 LPG 탱

크로리(tank lorry)도 없다.

●   이를 전제로, 연평균 7~8%의 경제성장과 연 15%

씩의 제조업 성장으로 늦어도 1972년에는 1인당 국

민소득이 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석유화학의 출발점으로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및 BTX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공정

3) 석유화학에서 기초유분을 이용하여 중간원료, 합섬원료, 합성수지, 합성 

 고무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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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공장이 완공되었다. 제품 생산은 순조로

웠으나 시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도

로 주행 시험에만 6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었

고 원료인 부타디엔 가격이 에틸렌 가격의 2배로 

결정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976

년에는 3만 5,000톤(설계능력 2만 5,000톤) SBR을 

생산하였다.

AN (Acrylonitrile) 사업은 동서석유화학이 추진하

였다. 동서석유화학은 1969년 3월에 충주비료가 

연산 2만 7,000톤 규모로 미국의 스켈리오일(Skelly 

Oil)과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1969년 9월 설

립한 회사이다. 1970년 10월 공장 건설에 착수하

여 1972년 7월에 완공하였다. 무수프탈산(PA - 

Phthalic Anhydride)은 1970년 10월 삼경화성이 연

산 8,400톤 공장을 1971년 1월 착공하여 1972년 

10월 완공하였다. 알킬벤젠(AB - Alkyl Benzene)

은 1969년 7월 학교 법인 이화학당에서 설립한 이

수화학공업이 연산 1만 3,000톤 규모의 공장을 

1971년 4월 착공하여 1973년 2월 완공하였다.

에탄올(ethanol, ethyl alcohol : 酒精)과 아세트알

데히드(acetaldehyde) 사업을 위하여 충주비료는 

1973년 3월 한국에탄올을 설립하여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고, 1974년 12월 연산 3만 톤의 에탄올 

공장과 연산 2만 4,000톤의 아세트알데히드 공장

을 완공하였다. 당시 국내의 부족한 식량 사정을 

돕기 위하여 에탄올 공장을 연산 10만 톤 규모로 

키워 음용(飮用) 알콜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성주정을 음용으로 판매할 경우 기존 

주정 시장의 축소가 우려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정협회가 이 계획에 반대하였고, 품질검사권을 

갖고 있던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이를 허

가하지 않았다. 결국, 내수 판매처 상실로 가동 

16년차인 1990년 한국에탄올은 판매량 2만 2,000

톤을 기록하면서 가동률이 75%에 머물렀다.

대성목재는 합판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울산에 4만 

5,000톤 규모의 메탄올 공장을 1969년 3월 착수

하여 1971년 6월 완공하였다. 석유화학단지의 지

원을 위하여 1969년 11월 석유화학지원공단(이하 

지원공단)이 설립되었고 1971년 10월에 완공되었

다. 지원공단은 단지 조성, 유틸리티의 중앙 공급, 

설비의 수리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였다. 당시 

한전(韓電)의 송·배전 부실로 정전이 잦았는데, 

지원공단은 양질의 전기를 한전 전기료의 절반 

이하로 제공하여 공단 전력(電力) 안정화에 기여

하였다.

또한 지원공단은 남는 스팀을 활용하여 소금 공

장(현재 한주가 운영)을 건설하였고, 정비 부문은 

일감 부족 때문에 후에 민간 기업에 매각하였다. 

석유화학 공업 개발계획이 확정되자 정부는 석유

화학공업단지 입지 선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1967

년 7월에 울산, 인천, 여수, 비인 등 4개 후보지 

중 울산지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석유화학산업단

출처 : 석유화학편람

<그림 3-2>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주요 석유화학 제품 계통도 (2017. 6. 기준, 단위 : 1,000MTA)

출처 : 석유화학편람

<그림 3-1>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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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지정4)하였다. 울산시 부영동에 110만 평(363

만 6,363㎡, 1차로 68만 평)의 단지조성을 마치고, 

1968년 3월 22일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민·

관 다수가 참석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그 후 거

의 4년 반의 건설 기간 동안 내·외자 약 2,000억 

원이 투입되어 제1차로 계획된 사업 중 나프타 분

해공장(NCC), LDPE 및 VCM, AN, PP, 무수프

탈산, 알킬벤젠, SBR, 유틸리티센터 등 9개 공장

이 준공되었다. 나머지 카프로락탐, 에탄올 및 아

세트알데히드 공장 등은 건설이 지연되어 약 1년 

또는 2년 후에 완공되었다.

1972년 10월 30일에 거대한 플랜트가 빽빽하게 

들어 선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박정희 대통

령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많은 산업 역군들이 참

석한 가운데 합동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준공식

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장 건설을 위하여 헌신

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업가, 국내외 인사, 건설 

역군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

하여 경제 건설을 위한 국력을 배양하고 배양된 

국력을 유사시 집중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조직

화하자”라고 치사하였다. 이 석유화학단지는 아시

아에서는 일본(1958), 대만(1968)에 이어 세 번째

로 준공된 것이었다.

오원철 경제수석의 회고록의 일부다. “1965년 초 

석유화학에 대한 대통령 브리핑에서 시작하여 

1972년 10월까지 8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

쳐갔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와 지원, 박충훈(朴

忠勳) 및 김정렴(金正濂) 장관 등 역대 상공부 장

관의 헌신적인 노력, 각 부처의 협력과 밤낮을 가

리지 않고 땀 흘린 동료들이 차례로 생각났다. 그

리고 울산석유화학이라는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

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다.”

나. 여수석유화학공업단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10년(1961~1970)에 걸쳐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12.4%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

였다. 그러나 1971년 1인당 국민소득은 US$289, 

수출은 US$10억 수준에 불과하였고, 국내 산업

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였다. 또한 북한과 비

교하였을 때 국방 능력은 물론 경제력도 열세였

다. 이에 국방과 국력 신장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

령은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천명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면 철강, 기계(자동차 포함), 조선, 

전자, 비철금속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의 

핵심 전략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정부가 이 부문에 직접 투자·육성하여 19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후 실제로 정

부가 주도한 사업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었다. 

1972년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의 순조로운 가동과 

포항제철(POSCO) 공장의 성공적 준공 및 가동은 

수출의 급속한 증대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

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미쓰이

(三井), 미쓰비시(三菱), 다우(Dow) 등 외국인 투자

자들도 대한(對韓) 투자에 적극 호응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7월, 석유화학 공업 육성 기본

계획이 발표되어 가동에 들어간 울산석유화학단

지를 더욱 확장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전남 여천

지구에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을 결정하였다. 정

부는 같은 해 9월, 한국종합화학 내에 석유화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교섭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1973년 10

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업 중지 내지는 보류를 천

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석유화학의 국

제 단위 규모 공장들의 일괄 건설계획을 변경하

여 업스트림은 정부 출자로, 다운스트림은 외국 

회사와의 합작을 통하여 건설하기로 하였다. 업

스트림 건설 회사로 호남에틸렌(현 여천NCC)이 

1975년 4월 설립되었으며, 다운스트림은 호남석유

화학(미쓰이 합작, 현 롯데케미칼)과 한양화학(다

우 합작)으로 분할하여 건설하기로 방침을 변경

하였다. 정부는 건설 규모를 대폭 축소한 수정계

획안을 발표하였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1974년 5월 30만 톤/년 나

프타 분해시설(NCC) 2기를 건설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35만 톤 1기로 변경되었다. 또한 일본 투

자단이 바라지 않는 카프로락탐과 DMT / TPA 

(Terephtalic Acid) 사업은 호남석유화학의 전신인 

여수석유화학이 우선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

다. 이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미쓰비시(三

菱)를 제외하는 대신 한양화학과 Dow Chemical

을 새 합작 파트너로 선정하였다.

한국종합화학 백선엽(白善燁) 사장, 호남에틸렌 

김필상(金弼相) 사장, 호남석유화학 장지수(張志

洙) 사장과 마경석(馬景錫) 부사장은 일본 차관 

획득을 위하여 장기간 노력하였다. 우리 정부도 

여수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을 국가 최우선 사업

으로 천명하면서 적극 지원하였다. 1975년 11월, 

일본정부는 연도별 분할차관이라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부 차관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3월 호남석유화학이 설립되었

다. 호남에틸렌은 에틸렌 연간 35만 톤, 프로필렌 

연간 18만 7,000톤, BTX 연간 14만 8,000톤, 호

남석유화학은 HDPE 연간 7만 톤, PP 연간 8만 

톤, EG (Ethylene Glycol) 연간 8만 톤, 한양화학

은 LDPE 연간 10만 톤, EDC (Ethylene Dichloride) 

연간 28만 6,000톤, VCM 연간 15만 톤, DOW 

Chemical 염소 연간 2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

장을 각각 건설하였다. 상세설계의 10% 정도를 

국산화하여 플랜트 엔지니어링(plant engineering)

의 개념을 세웠고, 철골·상압기기 및 저장조를 

국산화하였으며, 건설사도 대림 등 국내 업체로 

하였다. 정부는 또한 산업기지개발공사(현 한국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조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여수석유화학단지 조성계획에는 4억 2,700만 달

러의 총 소요비용, 100만 평(330만 5,785m2) 부지, 

9만kW 전기 공급, 1일 12만 톤 공업용수 공급 등 

각종 유틸리티 시설과, 2만 톤급 선박 접안능력을 

갖춘 부두시설이 포함되었다. 1980년 1월 마침내 

여수석유화학단지 입주 5개사의 합동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두 번째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었다.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은 치사를 통하여 거듭된 

석유파동으로 자원난이 심각한 이때, 우리나라가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설한 여

수석유화학단지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활한 공급

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4) 김승석, 2007,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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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줄 것이며, 지난 1978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약 47만 톤의 합성섬유를 면(綿, cotton)으로 대체

하려면 나라 전체 밭 면적의 90%를 목화밭으로 

바꿔야 한다며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

였다.

여수석유화학단지 5개 회사의 에틸렌 기준 35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공장과 9개 계열 공장은 

전남 광양만 내륙 쪽 한 모퉁이를 크게 바꿔놓았

다. 이전에는 농토와 야산이었으나 간척지를 포함

한 약 85만 평(280만 9,917m2)의 부지에 최신 공장

들이 들어서 장관을 이루었다. 여수석유화학단지

의 가동으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24위에

서 14위로 발돋움하였으며, 연간 약 7,400만 달러

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여수석유화

학단지는 외국 기업에 일괄로 맡겨 건설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공정 선택과 

공사 감독, 상세설계 참여와 국산 기자재 활용 등

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각종 기자재의 국산화는 훗날 한국의 석유

화학 산업과 해외 건설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7년여

간 각종 산고를 거치며 여수석유화학단지가 완공

되자 정부는 계열 공장(Downstream) 사업을 실수

요자 중심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공개경쟁 입

찰로 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투자규

모가 방대하고 1·2차 오일쇼크의 여파에 따른 대

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쉽게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 호남석유화학이 대림산업과 함께 등록 입

찰을 마쳤고, 최종 일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1979년 여수석유화학단지 가동을 시작

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이란혁명 때문에 이란

의 석유 수출은 전면 중단되었다. 이란은 당시 하

루 5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며 전체 세계 석

유 공급 물량의 15%를 담당하였다. 이란의 석유 

수출 전면 중단으로 원유가격은 유례없이 폭등하

였고 제2차 오일쇼크를 불러왔다. 1980년 11월 원

유가격은 배럴당 39.75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이란이 석유 수출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1978년 

12.91달러와 비교하였을 때 2년 동안 308% 정도 

상승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10% 전후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다가 1980년 2.7%로 급격히 떨어져 한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졌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의 경우, 가장 기초가 되는 나프타는 원유 정제를 

통하여 조달하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원

유 가격의 급상승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의 상승은 물론 수입되는 나프타 가격까지도 

치솟게 만들었다. 세계 경기 역시 석유파동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국제 시장의 석유화학 제

품은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수석유화학단지 완공으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

출처 : 석유화학편람

<그림 3-4> 여수석유화학공업단지 주요 석유화학 제품 계통도 (2017. 6. 기준, 단위 : 1,000MTA)

출처 : 석유화학편람

<그림3-3> 여수석유화학공업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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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생산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내수 시장과 

국제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워졌

고 대규모 시설 투자로 인하여 기업 경영 여건도 

악화되었으며, 원재료 값까지 급등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세계적으

로 액체(석유) 기반 에틸렌보다 가스(에탄, LPG) 

기반 석유화학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이란, 사

우디 등 중동에서 대규모 가스 기반 석유화학 공

장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미국의 가스 기반 석

유화학 제품이 아시아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또

한 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많은 기업은 더 이상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합화학과 스페셜티(specialty : 특화제품) 화학회

사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였다.

이즈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회사는 원가 절감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였다. 1980년대 중반 유가가 

점차로 안정 하향세가 되는 중 1986년 4월 체르노

빌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의 건설은 물론 기존 원전 가동 역시 중단되었고, 

대량의 가스가 발전용으로 투입되었다. 이란, 미

국 간 마찰로 대부분의 석유화학 공장 건설은 차

질을 빚었고, 완공된 석유화학 공장은 이라크와 

전쟁으로 가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나프

타 원료의 석유화학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공급 부족까지 초래하여 석유화학 시장은 호황기

를 맞이하였다. 국제적 대형사고 발생, 88올림픽 

특수와 3저 호황 등이 겹치면서 공장 가동률은 

높아졌고 대호황을 구가하였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여수석유화학단지에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연이어 완공되어 본격

적 생산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부터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총 생산량에 있어서 울

산석유화학단지를 앞지르며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다. 대산석유화학공업단지

석유화학 산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장치산

업이기 때문에 울산과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설립

부터 부지 선정, 업체 선정과 운영까지 정부 주도

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

고 산업구조가 복잡해진 동시에 산업계의 역량이 

성숙해짐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석

유화학 산업의 관리를 산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기조를 바꾸었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제정된 「석유화학

공업 육성법」이 폐지되고 「공업발전법」이 1986년 

7월 제정 시행되며 특정산업 육성(기계, 조선, 전

자, 철강, 비철금속 제련, 섬유, 석유화학 등) 특

별법이 통합되었다.

석유화학 공업 분야의 신규 투자와 가격 결정 등

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

단에 따라 완전 자유화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기술도입에서 일부분 정부가 개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87년 6월부터의 민주화 열망과 함

께 노사분규가 분출됨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 창

출보다 장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층 더 

강력히 모색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3저 

현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산업

계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을 신규 투자처로 인식하

기 시작하였다.

과거 석유화학 산업 진출에 실패하였던 대기업들

은 투자 자유화 조치에 맞추어 적극적인 움직임

을 보였다. 1980년대 말 삼성과 현대는 대산에 석

유화학단지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대기업 주도로 

건설되기 시작한 석유화학단지였던 것이다. 삼성

과 현대는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현 서산시 대

산읍) 지역을 공장 건설 부지로 정하고, 바다를 

매립하는 대공사를 거쳐 단지와 공장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5대 그룹 중 대우를 제외한 삼성, 현대, LG, SK와 

롯데, 한화, 대림, 대한유화 모두 공장 신·증설에 

나섬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춘추전국시대

가 열렸다. 기존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원

료(에틸렌)와 제품(Downstream) 부문을 분리 운

영하였으나,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기획 단계에서

부터 일관 단지를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일괄 

생산체제 사례가 되었다. 기존 업계는 일괄 발주

(Turn-Key Base) 건설에 따른 건설비 상승, 1992

년 이후 예상되는 심각한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붕괴와 (편서풍에 따른) 서해안 지역 대기오염의 

중부지방 확산 등의 문제를 들어 삼성과 현대의 

투자에 반대하였다.

한편 삼성과 현대는 일부 과잉이 예상되나 한국

은 수출 산업에 의존해야 하며,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상당량 수출 가능성이 있

고 특히 대산(大山) 지역이 지리적 근접성으로 울

산·여수 단지보다 대중국 수출에 유리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

유화학이 국내 수급 여건상 공급과잉 영향이 크

고, 나프타 분해 공장(NCC)의 가동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LDPE, HDPE와 PP 등과 같은 주

력 생산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도록 결정하

였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

학과 극동정유(현 현대오일뱅크)가 1980년대 중반

부터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한 부지에 

들어섰다. 삼성그룹의 삼성종합화학은 1988년 5

월 설립하여 1989년 10월 95만 평(314만 495m2)의 

단지 매립을 완료하고, 1991년 9월에 준공하였다. 

삼성종합화학의 주요 생산 제품 연간 생산능력은 

에틸렌 40만 톤, 프로필렌 20만 톤, 혼합 C4 유분 

11만 1,000톤, BD (Butanediene) 6만 톤, 벤젠 14

만 톤, LDPE 10만 톤, LLDPE 9만 톤, HDPE 12

만 톤, PP 17만 5,000톤, EG 8만 톤, SM (Styrene 

Monomer) 20만 톤 등이었다. 현대 그룹의 현대석

유화학은 1988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 1989년 12

월 118만 평(390만 826m2)의 단지 매립 공사를 완

료하고 1991년 10월에 준공하였다. 현대석유화

학의 품목별 연간 생산량을 살펴보면 에틸렌 40

만 톤, 프로필렌 20만 톤, 혼합 C4 유분 12만 톤, 

BD 5만 7,000톤, 벤젠 13만 톤, LDPE 13만 5,000

톤, LLDPE 8만 톤, HDPE 14만 톤, PP 25만 톤, 

EG 12만 5,000톤과 SM 12만 5,000톤이었다.

출처 : 석유화학편람

<그림 3-5> 대산석유화학공업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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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월 발발한 걸프전 영향으로 유가가 폭등

하였고,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신증설 물량이 

일시에 출하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가격

은 원료비 이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시장은 침

체하였다. 그러나 걸프전 종식 이후 유가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고 석유화학 시장도 회복을 시작

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현대석유화학과 삼성

종합화학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자체 부지에 제2공

장을 건설하였다.

현대석유화학은 연간 에틸렌 기준 60만 톤의 대

형 석유화학단지를 일괄 건설하였다. 삼성종합

화학은 방향족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향 설정으

로 PX (Para-xylene) 및 SM 공장 등을 건설하였

다. 또한 국내 시장이 유지하여 온 공정 간 분업

화의 틀이 깨졌다. 유공(현 SK에너지)과 대림산

업 등 업스트림 부문 업체들이 다운스트림 부문

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

미칼), LG화학, 한양화학, 대한유화 등 다운스트

림 부문 사업자들도 업스트림인 나프타 분해 공

장(NCC)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호남석유화

학(현 롯데케미칼)은 납사 분해 공장을, 대림산업

은 PE 공장과 PP 공장을 건설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IMF 권고

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실행하여 지불 능

력이 부족한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였다. 제2공장 

건설로 차입금이 많은 현대석유화학은 2002년 9

월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주도 아래 공식 매

각 절차를 밟아 2003년 호남석유화학과 LG화학

에 분리 매각되었다. 삼성종합화학은 프랑스 토탈

(Total) 그룹의 외자를 유치하여 2003년 삼성토탈

로 거듭났다. 다른 많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부채를 조정해 주력 사업을 살리기 위하여 비핵

심 사업을 매각하였다.

대림그룹과 한화그룹은 1999년 12월 석유화학 

부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합의하였다. 이

에 따라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와 한화케미칼

은 에틸렌을 공동 경영하는 나프타 분해전문 합

작 회사 여천NCC를 설립하였고, 주력부문인 PP, 

HDPE, LLDPE와 LDPE 사업을 통합 교환하여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현재 울산과 여수 

그리고 대산의 석유화학단지가 가동 중이며, 에

틸렌 생산능력은 연산 864만 톤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일본을 제쳤고 미국, 중국, 사우디아

라비아 다음으로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이 되었다.

3.1.3 한국 석유화학 기업 명칭 변화

다음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설

립, 인수, 합병, 분리 및 상호 변경 등에 의한 명

칭(상호) 변경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 : 석유화학편람

<그림 3-6> 대산석유화학공업단지 주요 석유화학제품 계통도 (2017. 6. 기준, 단위 : 1,000MTA)

금호석유화학

1970
/ 한국합성고무공업 설립

1985
/ 금호석유화학으로 사명 변경

(한국합성고무공업과 금호화학 합병)

1997
/ 미원유화, 금호케미칼로 사명 변경(합성수지 사업)

2001
/ 금호케미칼 흡수합병

2002
/ 금호몬산토 흡수합병(정밀화학 사업)

대림산업

1975
/ 호남에틸렌 설립(정부 산하 공기업)

1979
/ 대림산업, 호남에틸렌 인수

1987
/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호남에틸렌 흡수합병

1999
/ NCC 분야 분리(여천NCC, 한화와 합작)

2000
/ PP 분야 분리(폴리미래, 미국 LyondelBasell과 합작)

대한유화

1970
/ 대한유화공업 설립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3장
석유화학 산업

224 225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2015
/ 대한유화로 사명 변경

동서석유화학

1969
/ 동서석유화학 설립

롯데MCC

2008
/ 대산MMA 설립
(지주회사 롯데케미칼, Mitsubishi Rayon)

2015
/ 롯데MRC로 사명 변경

2017
/ 롯데MCC로 사명 변경
/ 지주회사 합병

(Mitsubishi Rayon → Mitsubishi Chemical)

롯데첨단소재

1954
/ 제일모직 설립

1988
/ 케미칼 사업 진출

2014
/ 삼성SDI에 인수

2016
/ 롯데첨단소재,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을 분리하여 
롯데케미칼에 매각, 롯데케미칼의 자회사로 독립

롯데케미칼

1976
/ 호남석유화학 회사 설립

2003
/ 현대석유화학 2단지 인수

2004
/ 케이피케미칼 인수

2005
/ 롯데대산유화 설립

2006
/ 대산MMA(현 롯데MCC) 설립
(미쓰비시레이온과 합작회사)

2009
/ 롯데대산유화 흡수 합병

2010
/ 말레이시아 Titan Chemical Corp. 인수

2012
/ 케이피케미칼 흡수 합병 및 롯데케미칼 사명 변경

2016
/ 삼성정밀화학 인수(현 롯데정밀화학)

/ SDI케미칼 인수(현 롯데첨단소재)

삼남석유화학

1988
/ 삼남석유화학 설립

애경유화

1970
/ 삼경화성 설립

1994
/ 애경유화로 사명 변경

에스-오일

1976
/ 한이석유 설립

1980
/ 쌍용정유로 사명 변경

2000
/ 에쓰-오일로 사명 변경

SK종합화학

1962
/ 대한석유공사 설립

1982
/ 유공으로 사명 변경(SK그룹 인수)

1998
/ SK로 사명 변경

2007
/ SK에너지
(존속 회사 SK와 신설 회사 SK에너지로 인적 분할)

/ SK종합화학(존속 회사 SK이노베이션의 사명 변경), 
SK에너지(신설 회사)와 SK종합화학(신설 회사)으로 
물적 분할

LG MMA

1991
/ 럭키MMA 설립

1995
/ LG MMA로 사명 변경

LG화학

1947
/ 락희화학공업사 설립

1959
/ 락희유지공업 설립

1962
/ 락희비니루공업 설립

1966
/ 락희화학공업사 사명 변경

(락희화학-락희비니루공업 합병)

1968
/ 락희화학공업사 락희유지공업 흡수통합

1974
/ 럭키로 사명 변경

1978
/ 럭키석유화학 설립

1983
/ 그룹 명칭 ‘럭키’에서 ‘럭키금성’으로 변경

1995
/ LG화학, 상호 변경 및 신규 CI 제정

2005
/ LG대산유화 설립

2006
/ LG대산유화 합병

2007
/ LG석유화학 합병

2008
/ 코오롱 SAP(고흡수성 수지) 사업인수

2009
/ 산업재 산업 분할(LG하우시스)

2011
/ LG폴리카보네이트 합병

2016
/ 동부팜한농 인수(팜한농)

2017
/ LG생명과학 합병

여천NCC

1979
/ 국영 기업 호남에틸렌 사업에 대림산업 참여

1987
/ 호남에틸렌을 대림산업이 흡수합병

1999
/ 여천NCC 설립(대림, 한화 NCC 부문 통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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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초유분

3.2.1 C2 계열 : 에틸렌(Ethylene)

가. 여천NCC

(1) 기술도입기

<표 3-2>와 같이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은 각

각 업스트림인 나프타분해공장(이후 NCC공장)

과 다운스트림인 폴리머공장(LDPE, LLDPE)까

지 증설하여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1997년 국내 7개 NCC 업체가 과당경쟁에 놓인 

상황에 IMF 외환위기까지 가중되면서 경쟁력 

GS칼텍스

1967
/ 호남정유 설립등기

1996
/ LG-Caltex정유로 사명 변경

2005
/ GS칼텍스로 사명 변경

태광산업

1961 
/ 태광산업 설립

카프로

1969
/ 한국카프로락탐 설립

2001
/ 카프로(Capro Corporation)로 사명 변경

KPX케미칼

1974
/ 한국포리올 설립

2003
/ 법인 분리(대산공장, 그린소프트켐)

2006
/ 회사 분할합병(KPC홀딩스)

2008
/ KPX케미칼 상호 변경

한국바스프

1954
/ FOHAG(tradership Ltd. 설립)

1979
/ 효성바스프 설립(50% BASF)

1982
/ BASF Korea(100% BASF, FOHAG 인수) 설립

1988
/ 한화바스프 우레탄 설립(50% BASF)

1998
/ 한국바스프로 통합(BASF 100% 자회사)

한국알콜산업

1984
/ 한국알콜산업 설립

한화케미칼

1965
/ 한국화성공업 설립(현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

1972
/ 한국프라스틱공업 설립(PVC 5개사 통합)

1984
/ 한양화학 설립

(한국다우케미칼, 한양화학 지주 등 3개사 합병)

1988
/ 한양화학 출범(한양화학과 한국프라스틱공업 합병)

1994
/ 한화종합화학 사명 변경

1999
/ 한화석유화학 사명 변경

(가공사업 부문 한화L&C로 분리)

2010
/ 한화케미칼 사명 변경

한화토탈

1988
/ 삼성종합화학 설립

2003
/ 삼성토탈 설립(삼성종합화학과 프랑스 토탈 합작회사)

2015
/ 한화토탈 설립

효성

1957
/ 효성물산 설립

1966
/ 동양나이론 설립

1970
/ 한일나이론 합병

1996
/ 효성T&C로 사명 변경

1973
/ 동양폴리에스터 설립

1996
/ 효성생활산업으로 상호 변경

1975
/ 한영공업 인수

1977
/ 효성중공업으로 사명 변경

1998
/ 주력 기업 4개사 효성으로 합병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효성물산, 효성T&C)

대림산업 한화케미칼

1979
제1나프타분해공장 가동

(호남에틸렌, 현 여천NCC NCC1 공장)

1965 한양화학 설립

1972 울산PE, VCM 공장 가동

1986 SM 공장 가동 1980 여천 CA, PE, EDC, VCM 공장 가동

1989
제2나프타 분해공장(현 여천NCC NCC 공장) 및 

HDPE 공장 가동 

1986 여천 L.LDPE 공장 가동

1989 여천 HDPE 공장 가동

1992 C4 복합공장 및 BD 공장 가동 1991 울산 C/A, EDC, VCM 공장 가동

1993 PP, LDPE 공장 가동, PB 공장 가동 1991 여천 ECH 공장 가동

1994 L.LDPE 공장 가동
1992

여천 나프타분해공장 가동

(현 여천NCC NCC2 공장)1996 PP, LLDPE 공장 가동(용성공장)

1997 K-Resin 공장 가동 1997 옥탄올 공장 가동

출처 : YNCC 내부 자료

<표 3-2>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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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하여 1999년 12월 28일 사업구조 조

정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림 3-7>에서와 같이 

대림산업이 갖고 있던 NCC1·3 공장, BTX1·3

공장, SM 공장, BD 공장 및 MTBE 공장과 한

화케미칼이 갖고 있던 NCC2 공장과 BTX2 공

장을 통합하여 NCC 전문 합작 회사 여천NCC 

(YNCC)를 설립하였다. 대림산업은 한화케미칼

의 PP3 공장을 받아 HDPE와 PP 전문 회사가 

되고, 한화케미칼은 대림산업의 LLDPE3 공장과 

LDPE2 공장을 받아 LDPE와 LLDPE 전문 회사

가 되는 민간 자발적 합의였다. 이는 서로의 필

요에 의하여 자발적 합의를 통하여 상호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

가 크다.

①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 사업구조 조정의 효과

첫째, 합작사별 품목 전문화, 설비 대형화로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여천NCC는 3개의 NCC 

공장을 보유한 국내 1위(에틸렌 기준 130만 톤/

년), 아시아 1위, 세계 17위 NCC 대표 회사가 되

었다. 더불어 한화케미칼은 LDPE·LLDPE 분야

에서 국내 1위와 세계 11위 리더 회사가, 대림산

업은 HDPE·PP 분야에서 국내 1위 리더 회사가 

되었다. 이로써 3사 모두 품목 전문화와 설비 대

형화를 이루어 핵심 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적으

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 경쟁력이 크게 향

상되었다. 둘째, 과당경쟁 및 중복 투자 방지 효

과가 있었다.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은 업계 최

초로 자율 빅딜을 통하여 당시 7개 국내 NCC 업

체의 과당경쟁과 중복 투자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의 경우 독자적으로 계획

하여 온 NCC 증설을 추진하지 않아도 됨에 따

라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비를 절감하였다. 셋

째, 양사의 우수한 경영 기법과 노하우를 접목하

여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여천NCC는 NCC 업

계로서는 유일하게 LUMMUS 공정과 Stone & 

Webster 공정의 서로 다른 공정기술을 보유함으

로써 양쪽 기술을 비교·융합하여 적절하게 설비

를 개선(NCC1·3공장-LUMMUS 공정, NCC2 

공장- Stone & Webster 공정)함으로써 생산성 향

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 넷째, 시너지 효과 창출

로 수익이 향상되었다. 대량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가격 협상력이 상

승하였고, 원료인 나프타를 대형 선박으로 운송

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생산품의 

80% 이상을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에 장기 공급

함으로써 수급이 안정되었다. 3개 각 NCC 공장

별로 정기보수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생산능

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품

목 전문화, 설비 대형화,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재무 안전성과 신용등급이 향

상되어 금융 비용도 줄어들었다.

② 여천NCC 에틸렌 생산능력 64만 톤 증설

1999년 12월 출범한 여천NCC는 연산 에틸렌 생

산능력을 130만 톤(1공장 46만 5,000톤, 2공장 48

만 톤, 3공장 35만 5,000톤)에서 2016년 195만 톤

으로 10여 년 사이 65만 톤을 증설하였다. NCC 

공장의 65만 톤 증설은 1979년 NCC1 공장의 35

만 톤에 비하면 약 1.8배의 규모이며, 신규 공장의 

건설 없이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여(revamping) 

에틸렌을 연간 65만 톤을 추가로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기술체화기(기술의 완전 국산화)

여천NCC NCC 공장은 생산능력 증대와 더불

어 노후 시설의 교체를 통한 안전성 향상 활동

을 수행하였고, 에너지 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

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

과 2011년 세계 127개의 나프타 분해 공장이 참여

한 Solomon Study에서 여천NCC NCC1·2 공장이 

출처 : YNCC 내부 자료

<그림 3-7> 대림산업(청색)과 한화케미칼(주황색) 간 사업구조 조정으로 여천NCC 탄생 모습

출처 : Solomon Study, 2011
 주 : Y1 : 여천NCC NCC1 공장, Y2 : 여천NCC NCC2 공장

<그림 3-8> 세계 나프타 분해 공장 에너지효율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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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Energy Intensity Index (EII)5)부문 세계 3~4

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여천NCC NCC 공장은 

에너지 원단위6)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여천NCC는 38년 이상 된 나프타 분해 공장 가동 

경험과 운전원의 숙련된 운전 기술로 99% 이상

의 높은 평균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여

천NCC 공장은 외부 전문 매체(Solomon)의 유지보

수 비용에 대한 진단 결과, 진단 참여 업체의 상위 

수준에 해당(Y1 : 여천NCC NCC1 공장, Y2 : 여

천NCC NCC2 공장)하여 글로벌 상위 10% 수준

의 유지보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림 3-8>은 Solomon에서 세계 나프타 분해 공장 

에너지효율 비교 결과(Solomon Study, 2011)이다.

나. 롯데케미칼

(1) 기술도입기 : NCC 사업 진출과 일괄생산 체계 구축

1986년 정부의 「석유화학공업 육성법」 폐지 및 

「공업발전법」 제정 이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

미칼)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NCC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5

월 여수공장 내 NCC 공장의 착공에 들어갔고, 

1992년 4월 완공하였다. 이로써 일괄생산 체제를 

갖춘 호남석유화학은 그간 외부에 의존하여 오던 

제품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의 기초유분을 

100% 자급하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에 기반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제 원료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능력과 계열 제품 간의 가격 탄력성을 확보하

여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 이는 곧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및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

후 IMF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긴 호남석유화학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여수NCC공장 증설에 나섰

다. 분해로, 압축기와 냉각탑 등을 추가 증설하고 

공정 개선 작업까지 무사히 마친 여수NCC공장

은 2001년 10월 기준 72만 톤으로, 단일 공장으로

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2) 기술체화기 

: 세계 최초 2연속 에틸렌 연산 100만 톤 달성

호남석유화학은 현대석유화학 대산NCC공장을 

인수하고 에틸렌의 연간 생산능력을 2008년 5월 

기존 65만 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신·증설 작업을 완료하였다. 용광로 2

기 신설 및 주압축기 교체를 포함한 대규모 건설

비가 투입된 대공사였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증설을 완료하였다. 증설 후 중국 시

장의 수요 증가와 중동지역 경쟁 업체의 신·증설

이 지연됨에 따라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후 대산

NCC공장은 2009년 12월 19일 12시를 기하여 국

내 최초로 에틸렌 생산 100만 톤을 달성하였다.

이듬해인 2010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2년 연속 에

틸렌 생산 100만 톤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

다. 이는 포모사 대만 공장, 바스프 벨기에 공장

과 다우 캐나다 공장 등 굴지의 글로벌 업체들이 

2007년 이후 100만 톤 이상의 규모로 시설 증설

을 하였음에도 화재와 기계 결함이 빈번하게 발

생함에 따라 쉽게 이루지 못했던 숙제이기도 하

였다. 이로써 호남석유화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동시에 이 같은 

안정적인 공장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공

장에 기술진을 파견하여 공장 운전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통하여 2009년에만 약 140만 달

러를 벌어들였다.

또한 2015년 11월 국내외 NCC 공장 가운데 21일

이라는 최단기간에 정기보수를 마침으로써 146억 

원의 공헌 이익을 창출하였다. 한편 여수공장은 

2012년 5월 여수 3공장에 에틸렌 공장을 증설하

여 에틸렌 기준 연산 75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생산능력을 끌어올렸다. 특히 여수공장은 200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 번의 비상 정지 없이 

연속운전을 하여 ‘3,800일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

였다. 이는 세계 석유화학 NCC 공장 운전 역사

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이다.

3.2.2 C3 계열 : 프로필렌(Propylene)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방법은 나프타를 분해하

여 얻는 공법과 직접 제조(On-purpose)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프로판을 탈수소하여 얻

는 PDH (Propane Dehydrogenation) 공법의 상용 

공정으로는 미국 UOP의 Ole� ex 공정, CB & I의 

Cato� n 공정 및 독일 Uhde의 STAR 공정 등이 있

다. Ole� ex 공정은 1990년 태국 PTT에서, Catofin 

공정은 1992년 벨기에 Borealis에서, STAR 공정

은 2010년 이집트 EPPC에서 가동을 시작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Ole� ex 공정이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

5) Solomon 대표 지수로 실 에너지 사용량을 Standard 에너지 사용량으 

 로 수치화한 것이다.

6) 제품 1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출처 : Solomon Study, 2011
 주 : Y1 : 여천NCC NCC1 공장, Y2 : 여천NCC NCC2 공장

<그림 3-9> 세계 나프타 분해 공장 유지보수비용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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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성

(1) 기술 도입기 

: 프로판 탈수소화(Propane Dehydrogenation)

동양나일론(현 효성)은 1962년 효성물산으로 출범

한 이래, 나일론, 타이어코드 및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 부문에 집중하였다. 1980년대 석유화학 산

업은 유가의 급락, 국내 경기의 활성화와 국제 경

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대되고 수익성

도 대폭 향상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

지만 수요의 급증에 비하여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수입이 증가하였고,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었다. 특히 용도가 다양하

고, 수요 증가도 가장 큰 PP는 나프타 분해시설의 

신증설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효성은 PP와 PP의 주원료인 프로필

렌 사업에 동시에 진출하여 수직 계열화를 이루

기로 결정하였다. 효성은 1987년 12월 일본 미

쓰이(三井) 석유화학에서 PP 기술을 도입하였으

며, 1989년 2월 미국 UOP사 Ole� ex PDH 기술도

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1년 3월에 연산 16만 

5,000톤 규모의 PDH 공장이 울산 용연공업단지 

내에 완공되었다.

(2) 기술체화기

① 자체 기술로 국내 생산 개시

2000년대에 들어서 해외 기술의 의존에서 탈피

하고자 자체 촉매 및 공정 개발에 집중하였고, 

2005년 자체 개발된 PDH 촉매를 투입하는 한편, 

핵심설비를 전량 교체하여 상업화를 달성하였다. 

효성은 2015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기술에 

의한 PDH 공정을 개발하여 연산 30만 톤 규모의 

PDH 상용 공정을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효성

은 1991년 9월에 스타트업하였으나, 공정 불안정

으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2개월 지연되었다. 가

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촉매와 공정 불안정으로 

크고 작은 공정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특히 PDH 촉매는 낮은 성능과 코킹(coking)7) 때

문에 원하는 생산량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공정

의 핵심인 반응기와 촉매 재생타워의 작동 불량

으로 수많은 공정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과다

한 촉매 코크 발생과 반응기 내부의 변형으로 가

동이 빈번하게 중단(shut-down)되었다. 이에 효성

은 UOP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어 자체 기술연구

소를 중심으로 촉매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공

장에서도 공정의 주요 핵심 설비들을 독자 설계하

여 교체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10여 년의 노력 결

과 비로소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

② PDH 촉매 기술의 완전 국산화

효성에서 개발한 PDH 촉매는 백금계 촉매로서 

프로판을 탈수소 반응시켜 프로필렌과 수소를 생

산하는 촉매이다. PDH 촉매는 주반응인 프로필

렌 생산을 가속화시키면서, 다른 부반응을 줄일 

수 있는 화학공정의 핵심 물질이다. 효성에서 자

체 개발하기 이전에는 미국 UOP가 독점으로 생

산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며, 효성에서도 1991년 

PDH 공정을 도입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UOP사 

촉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능이 낮고 코킹 문

제가 발생하면서 원하는 생산량에 도달하지 못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촉매의 성능이 

당초 약속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설계한 프로

필렌 생산량에 훨씬 미달되었다.

UOP에서 1991년 신규 촉매를 도입한 이후 1992

년, 1993년과 1996년 지속적으로 새로운 촉매로 

교체를 실시하였으나 본질적인 촉매 성능의 한계

가 지속되어 자체적으로 촉매 개발에 착수하였

다. 지속적인 촉매 교체에도 불구하고 UOP 촉매

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효성은 1992년부터 자

체 촉매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촉매에 대한 

기반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

복함으로써 촉매 기술을 점차 축적할 수 있었다.

기존 UOP 촉매의 단점인 반응 성능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주 활성 성분인 백금 외에도 조촉매

를 도입하였고 각 금속 성분비를 최적화하였으며, 

각 성분의 최적 담지조건을 도출하여 반응성능

을 향상시켰다. 또한 UOP 촉매가 코킹에 의한 비

활성화가 심하였고, 촉매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담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외 기

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담체의 기공 특성 및 물리

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 신규 

담체를 개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UOP 촉매 대비 

반응수율, 선택도, 코킹(coking) 특성 및 촉매 수

명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촉매 개발에 성공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UOP를 제외하면 연구개발

에 이어 상용화까지 성공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였

다. 약 5년간의 노력 끝에 HDC-100 촉매 레시피

를 개발하였고, 상용 공정에 일정량을 투입하여 

성능 개선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8년 

HDC-200 촉매 레시피를 개발하고 양산 기술을 

확보하여 상용화 연구를 완료하였다. 2005년 자

체 개발된 HDC-200 촉매는 PDH 공정에 전량 

투입되어 UOP의 촉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

율이 확인되었으며, 안정적으로 가동되었다.

HDC-200 촉매는 기존 UOP 촉매 대비 프로필

렌 수율은 8% 이상, 프로필렌 선택도는 6% 이상

의 반응 성능을 나타냈다. 촉매 비활성화의 지표

인 코크 생성량은 14% 이하로 나타나 반응 성능

과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

냈다. 또한 촉매 수명은 UOP 촉매 대비 180% 이

상으로 나타나 반응 성능 외에 경제적 측면에서

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효성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2005년 HDC-

200 촉매에 이어 2008년 HDC-300 촉매를 개발

하였고, 2011년 효성 PDH 공정에 이를 전량 적

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HDC-200 촉매 대비 더 

우수한 프로필렌 수율 및 공정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효성의 자체 개발 촉매에 의

한 Ole� ex 공정 성능을 확인한 타 업체들도 효성

의 자체 개발 촉매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세계 석유화학 산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인지

도를 크게 높이고 동시에 기술 위상을 높인 성과

라 할 수 있다.

프로판 탈수소 촉매는 세계적으로 UOP와 효성

만이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효성이 원천기술을 가진 UOP보다 더 우수한 촉

매를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상용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발된 PDH 촉매는 약간의 변

형만으로도 PDH 공정 이외에 에틸렌 또는 부탄 

탈수소 공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효성의 촉매 7) 프로판 등 탄화수소가 열분해하여 탄화되어 cokes가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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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술은 국내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며 그 기

술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 한국화학공학회 촉매

상과 2007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3) 기술선도전환기

① PDH 공정 기술 : 국내 기술의 고급화

PDH 공장은 공정 가동이 시작된 1991년에는 59

일간의 가동 중단이 있었으며, 1992년에는 촉매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83일 동안 가동 중단이 있었

다. 가동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1993년에는 대형 

공정 사고가 6회나 발생하였다. 그 결과 거래처에 

프로필렌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였고, 신뢰성

이 저하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

한 공정 불안정은 효성뿐만 아니라, 효성보다 1년 

먼저 UOP의 Ole� ex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공장을 가동한 태국 PTT에서도 발생하였다. 따라

서 효성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판 탈수소 

공정에 대한 기술들이 축적되었다.

효성은 자체 개발한 촉매를 성공적으로 공정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 촉매를 기반으로 2006년

부터 본격적으로 공정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체 개발한 촉매 외에도 공정 스타트업 이후 발

생한 많은 공정 트러블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

기 때문에 PDH 공정에 대한 기술들이 상당 부

분 축적되었다. 이는 공정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

반으로 작용하였다. 효성은 자체 개발한 HDC-

300 촉매를 기반으로 프로판 탈수소 공정 개발을 

설계하였다. 공정 온도, 공정 압력 및 heat & mass 

balance 등 공정 설계를 위한 기본 데이터는 수많

은 실험과 분석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확보하였

다.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주반응과 부반응에 대

한 동역학적 계수를 얻었고, 운전 조건을 도출하

기 위하여 실험 변수들에 대한 조건별 실험을 수

행하여 최적 운전조건을 확보하였다.

또한 실험실 실험과 시뮬레이션 툴(simulation 

tool)을 병행하면서 기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기 설계를 진행하였

다. 실험실 실험에 이어 벤치 스케일(bench scale) 

장치와 파일럿 스케일(pilot scale) 반응 설비를 활

용하여 스케일업 팩터(scale-up factor) 및 설계 변

수들을 고려한 프로판 탈수소 공정 PFD (Process 

Flow Diagram)를 작성하였다. 이로부터의 P&ID 

(Pipe & Instrument Diagram)와 설비 시방서 등을 

토대로 외부 엔지니어링 업체와 상세설계를 시작

하였고, 2013년 상세 설계도면으로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15년 8월 정상 가동되었다.

효성에서 개발한 PDH 공정은 세계에서 네 번째 

상용 PDH 공정으로서 그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

서 가장 우수한 공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효성의 우수한 촉매 성능과 공정 기술

을 바탕으로 공정 상용화까지 일구어 낸 획기적

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PDH 공정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촉매 성능과 

특성이다. 효성은 자체 개발한 촉매의 반응 성능

과 물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g-PROMS, Fluent, Aspen 

등의 시뮬레이션 툴을 병행하여 반응기 설계 스

펙(speci� cation)을 확정하였다. 이는 우수한 성능

의 자체 촉매와 그동안 공정 운영을 통한 축적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

였다.

효성에서 자체 설계한 PDH 공정은 기존 UOP의 

Ole� ex 공정 대비 동일 조건에서 월등한 프로필렌 

수율, 낮은 공정 원단위 및 우수한 공정 안정성 

등을 나타냈다. 이러한 PDH 공정 기술은 효성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3개 기업만 보유한 것이었

기 때문에 효성에서 자체 공정 개발을 통하여 독

자적으로 상용화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

한 효성은 이러한 공정 설계 능력과 경험을 바탕

으로 베트남에 효성 PDH 공장 건설을 진행(2018

년에 투자 발표) 중이다.

나. 태광산업 

: 프로판 탈수소화(Propane Dehydrogenation)

태광산업은 AN (Acrylonitrile) 공장 설립을 준비

하면서 원료인 프로필렌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

로 프로필렌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태광산업

은 효성과 마찬가지로 미국 UOP와 Ole� ex PDH 

공법을 도입하여 착공 15개월만인 1997년 3월 세

계 세 번째 PDH 공장을 완공하였다. 생산능력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25만 톤이었다. 태광

산업 엔지니어들은 생산 개시 후 설비 문제를 조

기에 안정화하였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공정을 개선하였다.

1998년에 잉여 수소 전량이 연료로 회수되도록 

설비를 보완하여 수익성을 높였고, 2000년에 반

응 공정 내 건조기 재생 설비에 예열기(preheater)

를 설치하여 스팀 사용을 절감하였다. 2004년 히

트펌프 컴프레서(heat pump compressor)의 구동 방

식(driven type)을 터빈 구동에서 모터 구동으로 

변경하여 연간 50억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를 이루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뿐만 아니라 국

외 여러 공장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였다. 공정 개

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외에도 태광산업은 지속

적인 증산을 추구하였다.

2006년 자체 디보틀네킹 검토를 통하여 저온 분

리 설비를 개조하였고, 열교환기 추가 설치와 탈

프로판 가열로 버너 팁(burner tip)을 개조하였다. 

그 결과 연산 25만 톤에서 27만 5,000톤으로 증가

하였다. 추가 증산을 위하여 2011년 열교환기를 

교체하고 탈프로판탑 및 탈에탄탑을 개조하여 연

산 30만 톤으로 생산량을 늘려 안정적인 가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잉여 수소를 활용하

여 과산화수소로 생산하는 설비를 도입하여 추가

적인 수익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3.2.3 C4 계열 : 부타디엔(Butadiene)

가. 개요

부타디엔(Butadiene)은 열가소성 수지, 합성고무 

및 기타 화학물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합

성고무는 타이어, 신발, 스폰지, 호스와 배관, 수

하물, 포장 및 기타 다양한 성형제품 제조에 사

용된다. 부타디엔의 제조 역사는 최대의 용도인 

합성고무의 제조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합성고무는 현대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필

수품으로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꼭 비

축해야 될 전쟁물자다. 합성고무는 제2차 세계대

전 당시 만들어졌으며, 합성고무의 발전에 따라 

부타디엔의 산업기술 역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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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타디엔

(1) 부타디엔 제조기술의 역사

1863년 프랑스에서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열하

여 아세틸렌(Acetylene) 가스를 얻은 후 이를 통하

여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을 제조하였다. 하지

만 이 방법은 고온고압의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

는 불안정한 제조법이었다. 독일이 제1차 세계대

전에서 패망한 이유 중 하나로 가스마스크, 구명

정, 비행기, 비행선, 통신 및 차량 수송 등에 쓰

이는 고무의 부족이 거론될 정도로 전쟁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고무가 있어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독일은 합성고

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1925년 부틴디

올(Butynediol)을 통하여 부타디엔을 만드는 데 성

공하였다.

하지만 부틴디올 역시 아세틸렌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었다. 1928년 러시아

에서 에탄올(Ethanol)의 탈수소와 탈수 반응을 통

하여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이전 아세틸렌 공정보다 안전한 공정이었다. 그

러나 원료인 에탄올의 절반가량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채산성이 좋지 않았고, 많은 양의 폐수

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의 단점을 극복한 n-부

탄(n-Butane) 또는 1- & 2-부텐(1- & 2-Butene)

을 통하여 부타디엔을 제조하는 공정이 전 세계

에서 주요 기술로 각광을 받았다. 1970년대 스팀 

크래커(Steam Cracker)로부터 얻어지는 C4 혼합유

분의 분리 정제를 통하여 부타디엔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되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타디엔의 거의 모두가 이 방법을 통한 추출 증

류 공정에 의하여 얻고 있다.

(2) 부타디엔 제조기술의 종류

부타디엔은 보통 n-부탄과 n-부텐의 접촉 수

소 이탈법(Houdry Process), n-부텐의 산화 탈수

소화 반응(Oxo-D or OX-D process)과 파라핀

계 탄화수소의 증기분해(co-product of ethylene 

manufacturing)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다.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증기분해 방법은 C4 혼

합유분의 추출 증류로 전 세계 부타디엔의 95%

가 이 방법으로 생산된다.

①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증기분해 

: C4 혼합유분의 추출 증류

증기분해 공정에서 원료(에탄, 프로판, 부탄, 나

프타, 콘덴세이트, 가스오일)를 분해하기 위하여 

790~830℃ 열분해로에 공급한다. 원료는 열분해

로에서 수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으로 

분해된다. 열분해 생성물은 고비점 성분인 C5와 

열분해 가솔린(Raw Pyrolysis Gasoline)을 제거하기 

위하여 급냉 및 압축시킨다. 전형적으로 올레핀 

공장은 라이트 크래커(Light Cracker)와 헤비 크래

커(Heavy Cracker)로 나뉜다.

라이트 크래커는 원료로 에탄과 프로판을 사용하

고 약간의 부타디엔과 헤비어 코프로덕트(Heavier 

co-product)를 생산한다. 헤비 크래커는 나프타

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많은 양의 부타디엔과 헤

비어 코프로덕트를 생산한다. Light Crack (ECC 

- Ethane Cracking Center, 에탄 크래킹 센터)은 

100lb 에틸렌당 2lb 부타디엔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트 크래커는 부타디엔 회수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이트 크래커의 C4 혼합유분은 열분해로로 재

사용되거나 모아서 외부의 부타디엔 회수공정으

로 보내진다. 공장 운전조건과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 C4 혼합유분에 포함된 부타디엔 비율은 보

통 40~50%이며, 75% 이상인 경우도 있다.

C4 혼합유분은 세계적으로 거래되며 추출 증류

를 통하여 부타디엔이 정제되는데, 이는 C4 혼합

유분 성분들의 끓는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출 

증류가 요구된다. 전형적인 공정은 1~2개의 추출

증류 단계와 1~2개의 증류 단계로 구성되며 사

용되는 추출제에 따라 다음의 공정이 있다.

다. LG화학

(1) 기술도입 및 자체 생산 시기

LG화학 여수 부타디엔 공장은 1992년 일본의 

Nippon-Zeon GPB 공정을 도입하여 연간 6만 톤

의 생산능력으로 처음 가동되었다. 이 공장은 

NCC 공장에서 생산되는 C4 혼합유분 중 1.3 부

타디엔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출증류를 이용하

며, 용매로는 DMF (Dimethy Formamide)가 사용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생산 증대를 통하여 2004

년 연간 13만 톤까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원료인 C4 혼합유분 중 아세틸렌류를 먼

저 수첨하여 제거하는 BD 전처리(KLP) 공정을 도

입하였다. 이어 2006년과 2012년 증설을 통하여 

현재는 연간 16만 톤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였다. 

LG화학의 DMF 용매를 사용하는 부타디엔 생산

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추출증류 공정

추출 용매 DMF에 잘 용해되는 아세틸렌류와 부

타디엔 등과 잘 용해되지 않는 부탄과 부텐류를 

포함한 C4 RAFFINATE-1을 분리한다.

② 2단계 추출증류 공정

제1단계 추출증류 공정에서 용매와 함께 분리된 

부타디엔과 아세틸렌류 등은 제2단계 추출증류 

공정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Crude 부타디엔과 아

세틸렌류를 분리한다.

③ Butadiene 정제공정

비점차를 이용한 2개의 연속된 분리탑에서 고순

도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가벼운 아세

틸렌류는 오프 가스(OFF GAS)로 회수하여 연료

로 사용하고, 무거운 2-부텐류 및 아세틸렌류는 

C4 RAFFINATE-2로 분리한다.

④ 용매 정제공정

본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매는 순환되며, 순환 용

매의 일부는 용매 정제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

정제하여 재사용된다.

●   Acetylene 수첨 반응과 추출증류에 푸르푸랄(Furfural)이 

사용되는 공정

●   추출 및 일반 증류에 NMP (aqueous n-methyl-2-

pyrrolidone)가 사용되는 공정 : 운전 온도와 압력이 비교

적 낮으며 용매(NMP)의 순환유량이 많음

●   추출에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사용되는 공정 : 운전 온

도와 압력이 비교적 높으며 용매(DMF)의 순환유량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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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선도기

LG화학에서 연구 중인 부텐으로부터 부타디엔의 

합성기술은 <그림 3-1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다. 고온의 기체 상태 부텐 반응물을 고체 상태

의 촉매층에 통과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반응열

은 용융염을 이용하여 반응온도인 320~360℃로 

냉각한다. 반응기를 통과한 기상 생성물은 부타

디엔의 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급랭하며 응축

된 물과 헤비(Heavy) 물질들을 계 밖으로 내보낸

다. 냉각공정에서 응축되지 않은 기체들 중 CO2

와 질소는 라이트 가스(Light Gas) 분리공정에서 

제거하며 부타디엔과 미반응 부텐을 얻는다.

라. 국내 업계 현황

현재 국내 부타디엔 업계는 LG화학 여수·대산, 

롯데케미칼 여수·대산, 한화토탈, YNCC, SK울

산(이상 Nippon-Zeon License) 및 금호 여수(BASF 

License)·울산(ACN License) 공장에서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3.2.4 방향족(BTX)

가. SK종합화학

(1) 기술도입 또는 자체 기술로 국내 생산 개시

1962년 설립된 대한석유공사는 1967년 국내 최초

로 나프타를 생산하였고, 1972년 나프타 분해 공

장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최초로 생

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술은 미

국 UOP사 등 해외에 의존하였기에 물리적 거리

와 기술료 책정 등의 이유로 기술지원에 소요되

는 비용이 높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에 따라 

1982년 민영화를 통하여 출범한 유공(현 SK이노

베이션)은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 경영 활동을 

위하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주요 기

술을 외부에서 도입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소화

하여 공장의 생산력을 높이고 각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유공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1985년 울산 기술지원연구소를, 1989년 인천 고분

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장기적 관점에

서 투자를 해온 결과 1990년 유공은 비로소 석유 

제품에서부터 섬유까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실현하였다. 연산 40만 톤 규모의 

제2 나프타 분해공장을 비롯하여 폴리에틸렌·폴

리프로필렌 제조공정, 파라자일렌·올소자일렌 공

정, 제2부타디엔 추출시설과 MTBE·부텐-1에 대

한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1991년 제4상압증류시

설을 가동함으로써 종합에너지·화학 기업으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1995년 대덕연구단

지에 기술원(현 기술혁신연구원)을 설립하고 석

유, 석유화학 및 고분자 연구개발 기능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점으

로 기존의 공장 지원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

양한 석유화학 분야에 필수적인 촉매와 공정을 

국산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로 수출하는 등 지속

적으로 기술 혁신을 도모하였다.

SK이노베이션은 1일 정제 기준 110만 배럴 이상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를 도입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

니라, 부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다양한 석유화

학 제품과 윤활유 제품 등을 생산하는 종합 에너

지·화학 기업이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한 대부분의 공정에서는 촉매가 사용된다. SK이

노베이션의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의 양만 해도 2

만 톤 이상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넘는다.

주요 공정 도입 당시 거의 모든 촉매 공정을 해외

로부터 도입하였고, 사용하는 촉매도 전량 수입

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촉매 비용

과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었다. 이처럼 라

이센서(licensor)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커서 자체

적인 문제 해결이나 공정 최적화에 어려움이 있

었다. 따라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촉매 연구 플랫

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2) 기술체화기 : 기술의 완전 국산화 

① ATA (Advanced Transalkylation) 촉매 기술

ATA 촉매는 석유화학 공장 방향족 생산 공정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3-10> Butene to Butadiene 생산기술 개요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회사명 생산방법(추출용매) Licenser 생산능력

롯데케미칼 추출증류(DMF) Nippon Zeon 300

LG화학 추출증류(DMF) Nippon Zeon 295

여천NCC 추출증류(DMF) Nippon Zeon 240

금호석유화학 추출증류(NMP, ACN) BASF, JSR 237

SK종합화학 추출증류(NMP, ACN) BASF, SHELL 130

한화토탈(구 삼성토탈) 추출증류(DMF) Nippon Zeon 120

<표 3-3> 국내 Butadiene 업계 생산 Capa. 현황 (2016 기준, 단위 : 단위 : 천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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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는 저가 유분인 톨루엔과 중질방향족

(C9+ Aromatics)을 반응시켜 고부가 기초유분

인 자일렌과 벤젠을 생산하는 촉매이다. 유공은 

ATA 촉매를 개발하기 전인 1985년 당시 세계 시

장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던 미국으로부터 촉

매 기술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주 생산 제품인 자

일렌의 수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질방

향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정 가

동의 경제성이 매우 낮아 운휴 중인 상태였다. 다

른 촉매로의 교체를 모색하였으나 적합한 촉매가 

많지 않았으며, 성능이 낮은 촉매 또한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에서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유한 역량을 바

탕으로 촉매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존 촉매는 제

올라이트 단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촉매의 비

활성화가 심하고, 중질유분을 처리하는 데 한계

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원 기능의 촉매계(금속-제올라이트)

를 채택하였고, 촉매용 금속 성분 채택 시 이전

에는 시도된 바 없는 이종 금속계를 적용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켰다. 이 기술의 핵심은 부반응을 일으키는 백금

의 높은 활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엑슨

모빌(ExxonMobil) 및 UOP 등 선진 업체들이 오랫

동안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었다. 1999년 백

금과 함께 제2의 금속을 촉매물질로 도입함으로

써 백금의 활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술의 개발

에 성공하였다. 이 기술은 응용 범위가 넓어 업계

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트랜스알킬화 반응 외에도 중질유분의 원활

한 전환으로 반응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성질이 다른 제올라이트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처음 적용하였

다. 약 2년간의 노력 끝에 상용화 연구를 완료하

고, 1999년 SK의 #1 Tatoray 공장에 15톤, 2001년 

#2 공장에 40톤의 ATA 촉매를 적용하였다. 이로

써 기존 촉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율의 제품

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자체 개발을 통

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트랜스알킬화 촉매는 톨

루엔과 중질방향족을 원료로 기초유분인 혼합자

일렌을 생산하는 촉매이다. 이는 1999년 울산 석

유화학공장 #1 Tatoray 공정에 적용되어 안정적

으로 운전되었다. 세계에서 석유화학용 기초유

분을 생산하는 촉매 기술을 보유한 곳은 UOP, 

ExxonMobil, IFP 등 소수 업체뿐이다. ATA 촉매 

개발은 이러한 기술 장벽을 허물고 기초유분용 

촉매를 독자적으로 상용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더욱이 ATA 촉매는 기존 외국 촉매에 

비하여 주 제품인 자일렌 수율이 월등히 높고, 처

리량이 많아 생산량을 크게 높였다. 가격이 낮은 

중질유분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어 공정의 경제

성도 혁신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촉매의 재생

주기가 크게 늘어나 공정보수 시에 발생하는 손

실 또한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SK는 

2002년 이후 세계 신규 촉매 교체 시장에 진출하

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대만 FCFC에서는 2002년에 이어 2004년에도 SK

의 촉매 기술을 채택하였으며, 2017년에도 3개 공

장 모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석유 정

제 단지를 가진 인도 Reliance도 2004년과 2005년, 

3개 공정에 거듭 이 기술을 채택하였고, 2017년에

도 적용 중이다. SK는 2002년 4월 세계적인 촉매 

제조 회사인 지올리스트(Zeolyst)와 매출액의 일

부를 로열티로 받는 기술 판매 사업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후 ATA 촉매는 SK 관계사에서 약 500

톤 물량을 사용 중이며, 국내 GS Caltex, S-Oil을 

포함하여 해외 7개국에 약 900톤이 판매되었다. 

이는 로열티 수입은 물론 석유화학 공정과 촉매 

분야에서 기술을 수출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세계 석유화학 산업계가 우리나라와 SK의 기술력

을 높이 평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SK는 이 기술로 199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상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에는 신

기술 실용화 대상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2004

년에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과학기술부 장관상

을, 2006년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표창과 발명진흥

회 협회장상을, 2007년에는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상과 과학기술부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3) 기술선도전환기 : 국내 기술의 고급화

① 고순도 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흡착분리 공정 기술

흡착분리(SMB - Simulated Moving Bed) 공정은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반적인 증류 방법으로 분리

하기 어려운 성분을 연속식 흡착분리하는 공정이

다. 2017년 기준 잘 알려진 적용 분야는 파라자일

렌, 노말파라핀 분리 등이다. 이 공정은 1970년대

부터 미국 UOP가 상용화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파라자일렌 및 노말파라핀 공정에 적용되었다. 국

내에는 1980년대 초 고려종합화학(현 롯데케미칼)

에 파라자일렌 공정, 이수화학에 노말파라핀 공

정이 도입되었다. SK 역시 UOP로부터 도입한 기

술로 1990년대 2기의 파라자일렌 공정을 가동하

여 2017년에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UOP는 이 공정의 탈착제로 활용하는 특수 

화학제품인 PDEB (Para-Diethylbenzene)도 고가에

(1999 당시 $3,870/톤)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SK

의 연간 PDEB 수입량이 약 800톤이었음을 고려

하면 1년에 약 30억 원, 국내 전체적으로는 100억 

원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한 국내 합성고무 업체에서 반응 용매로 사용되

는 고순도 노말 헥산과 노말 헵탄도 전량 일본 등

의 업체로부터 수입하였다. 연간 국내 수요량이 

약 2,000톤임을 고려하면 약 30억 원 이상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듯 UOP와 IFP 등 주요 해외 업체들만이 독

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SMB 흡탈착 분리기술

을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경쟁력을 제

고하고, 개발된 공정을 상용화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특수 화학제품인 PDEB, 고순도 노말 

헥산, 노말 헵탄을 생산하여 신규 고부가 사업

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

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공정 개발에 있

어서 제올라이트 분자체 중 특정 금속이 포함된 

흡착제가 PDEB에 대하여 우수한 선택도를 가지

고, 노말파라핀 계열에 대해서는 A 타입의 제올

라이트의 분리 성능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에 따라 기초적인 흡착 평형실험과 동 특성 실험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일럿 플랜트 시험(pilot plant 

test) 연구를 수행하여 최적의 분리 조건을 개발하

였다.

이 외에도 흡착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료에 미

량 포함된 불순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

는 주변 공정과 최적의 운전조건도 함께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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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프로젝트 선정과 파일럿 플랜트 단계에서의 

분리공정 개발 성공에 이르기까지 약 3년 정도 연

구개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PDEB의 경우 순도 

99% 이상(운전조건에 따라 99.5%까지 가능)과 회

수율 90%, 노말 헥산의 경우 순도 99.5% 이상(운

전조건에 따라 99.9%까지 가능)과 회수율 99% 이

상, 노말 헵탄은 순도 99.5% 이상과 회수율 91%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공정을 완성할 수 있

었다. 상업공정은 1년여에 걸친 공정 설계와 공장 

건설 과정을 거쳐 2002년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체 기술만으로 건설한 SMB 공정을 정

상 작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시운전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였고, 복잡한 밸브의 순차

적 작동과 공정제어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장

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인 원인 파악 및 조치를 통

하여 2003년 말 설계 수준으로 공장을 정상화시

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SK는 국내 최초로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SMB 공정을 기초 연

구부터 상용화까지 성공하였고, 2003년부터 연

간 5,000톤 규모의 SMB 공정 상업생산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였다. 이로써 SK는 완전 수입 대체를 

이룩하였으며 국내 수요 업체들에도 공급을 시

작하였다. 상업생산을 시작한 이후에도 SK는 공

정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고순도 

노말 헵탄 증산 방안 개발뿐 아니라, 2003년에는 

PDEB 제품 내에 극미량 포함된 산소 화합물까지 

제거하여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흡착제

거 공정을 개발하여 2004년 공장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그동안 해외 기업들이 

독점해 왔던 SMB 공정 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신

규 사업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연산 5,000

톤 규모의 상용 공정 가동으로 국내 수입 물량

을 전량 대체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로도 수출하

였으며, 점차 수출 물량을 늘려 2005년에는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였다. 2004년에는 이 기술의 적

용 분야를 확장하여 키랄(chiral) 의약 중간체를 

분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

라 글로벌 제약회사에 의약중간체 판매에 성공하

면서 SK는 고부가 정밀화학 및 의약 분야의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2007년 이후 노말파라핀 생산용 제2공장을 건

설하여 2017년 기준 2기의 SMB 공장이 가동 중

이며, 연간 PDEB 및 노말파라핀 생산량은 2만 

5,000톤 규모이다. SMB 기술로 생산한 제품들은 

SK가 수입에 의존하던 물량을 전량 대체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 등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 기술개발로 SK는 2005년 이달의 엔지니

어상과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② 고효율·고선택성 자일렌 이성화 촉매 기술

파라자일렌(PX)은 대부분 TPA를 거쳐 PET 수지

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이 PET 수지는 가

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데 생수나 음료수를 담는 PET병, 박막 형태로 가

공되면 포장용 필름, 섬유 형태로 가공되면 폴리

에스터가 되어 화섬 의류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PX는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예. 중국, 인도 등)

에서 사용량이 많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량 증가

가 예상되는 석유화학 기초유분이다.

기술개발 당시 우리나라에서 PX를 제조하는 기

술은 모두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었으며, 운전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기술료로 라이

센서에게 지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이센서는 필요에 따른 운전조건 변경에 부정적이

었고, 운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이 느리고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도입 기술을 적용하였

을 때 병산되는 벤젠의 순도가 낮아 바로 제품화

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나타났기 때문

에 독자 기술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6년 실험실 규모의 제올라이트계 이성화 촉

매 레시피 개발에 성공한 SK는 촉매의 스케일업

(scale-up) 제조를 위하여 세계적인 촉매 제조 회

사인 지올리스트(Zeolyst)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

다. 목표 성능을 만족시키는 시점에서 경제성 평

가를 하여 상업화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때 SK

가 개발한 AXI (Advanced Xylene Isomerization) 촉

매의 우수한 성능과 파트너 회사 제조능력의 시

너지가 결정적이었다. 약 1.0톤의 시생산된 AXI 

촉매를 평가한 결과 스케일업 촉매와 동일한 성

능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최초로 울산CLX 

#2 Isomar 공정에 상업 적용을 진행하였으며 촉

매 성능이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에도 AXI촉매의 상업적 적용을 진

행하였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AXI 촉매는 

선택적 수소화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물의 손실이 

없는 고효율의 자일렌 이성화와 고순도 벤젠 생

산이 가능하였다. 또한 유분 처리 능력 확대로 나

프타 분해공정으로부터 생산되는 열분해 가솔린

(Gasoline) 중 중질방향족(C8 Aromatic) 유분의 처

리가 가능하였다. AXI 촉매는 활성 물질의 성상

과 도입비를 최적화하여 반응 활성을 높일 수 있

었다.

AXI 촉매 기술과 유사한 기술은 2017년 기준 국

내에는 없으며 해외에만 경쟁 기술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주요 경

쟁사의 촉매 기술은 선택적 수소화 기술이 미흡

하여 저순도 벤젠을 생산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

러났다. SK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

운 촉매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SK의 AXI 촉매 기술은 경쟁 기술 대비 선택적 수

소화 기술이 우수하여 생산 유분의 손실이 적

고, 병산되는 벤젠의 순도가 높아 고순도화 공정

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기존-순도 96%, SK-순도 

99.85% 이상). 또한 경쟁 기술 대비 활성물질 도입

비를 최적화하여 촉매 수명이 4~8년인 경쟁 기술 

대비 3배 이상 개선하여 AXI 촉매 수명은 25년 이

상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반응온도를 약 40℃ 이

상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연료 사용량 및 CO2 발

생량을 40% 저감할 수 있어 매우 친환경적이다.

이렇듯 SK는 자일렌 이성화 기술을 최초로 국산

화함으로써 기술 자립을 이뤄냈으며, 로열티 절감

과 기술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SK는 이 기술을 인정받아 2010년 장영실상,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상, 산업기술진흥유공자상, 지식

경제부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③ 열분해 가솔린 최적 활용 촉매 공정 기술

ATA 촉매 성공에 힘입어 2005년 APU(열분해 가

솔린 최적 활용 촉매 공정 기술), 2009년 AXI(자

일렌 이성화 촉매 기술) 등 방향족 제품 제조용 

촉매 기술의 잇따른 상업화 성공을 이루었다. 이

중 APU (Advanced Pyrolysis-gasoline Upgrading)는 

경쟁 기술 또는 유사 기술이 없는 세계 최초의 상

용화 촉매·공정 기술로 SK는 글로벌 촉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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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술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SK의 방향족 제

품 촉매 기술들의 개발과 수입 대체 및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인한 직·간접 기여 이익은 수백억 원

에 달하고 있다.

APU는 리포메이트(Reformate)와 열분해 가솔린 

등 석유화학 공장의 탄화수소 유분으로 촉매 반

응공정을 거쳐 용제추출 설비 없이 LPG와 BTX

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SK울산공장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산출되는 잉여 유분인 저부가가치 리포

메이트와 열분해 가솔린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

치의 유분 LPG와 BTX를 생산하고자 착안하였

다. 당시 SK가 개발 중이던 선택적 수소화 기술

을 수첨분해 기술과 접목하면, 비방향족 탄화수

소만을 선택적으로 수첨분해하여 LPG로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BTX 유분은 용제추출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

여 촉매 개발을 시작하였다.

촉매에 강한 탈알킬화(Dealkylation) 기능을 도입

하여 C9+ 방향족 성분이 함유된 원료 유분으로

부터 BTX를 추가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후단 공정인 PX 공정의 불순물인 에틸벤젠을 고

부가 제품인 벤젠으로 전환시켜 부가가치를 높였

고, PX 공정의 운전효율을 증강하여 PX 생산성

을 개선하였다. APU 기술은 이원 기능 촉매로서 

비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에 대한 선택적 수첨

분해 기능(Hydrocracking)을 제공한다.

APU-11 촉매 개발의 성공 후 경제성 부족으로 

운휴 중이던 구형 리포머(Reformer) 반응공정을 

APU-11 촉매의 반응 특성에 맞도록 개조하였다. 

APU-11 촉매 반응기를 거쳐 생성된 LPG와 BTX

는 용제추출 공정 없이 증류탑만으로 생산하도록 

개조하는 등 신개념의 APU 공정으로 상업화하였

다. SK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의 핵심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로, 비방향족 성분에 대한 선택적 수첨분해 

기술이다. SK는 비방향족 성분에 대한 선택적 수

첨분해 기능을 갖는 촉매를 개발하였다. 비방향

족 성분을 촉매상에서 수첨분해하여 LPG로 전환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족 성분의 손실을 최

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C9+ 방향족 성분을 탈알킬화하여 BTX

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촉매가 강한 탈알킬화 기

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저가 유분인 C9+ 방향족 

성분을 BTX로 전환할 수 있었다.

셋째로, 선형 불포화탄화수소에 대한 선택적 수

소화 기술이다. 분해반응과 탈알킬화 반응의 결

과로 생성되는 선형 불포화 탄화수소를 발생 즉

시 수소화한 후 포화 탄화수소로 안정화시킴으

로써 부반응과 코크(coke) 침적을 억제하였다. 이

로써 고부가의 방향족 성분의 수소화로 인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넷째로, 촉매 반응 특성에 따른 최적 공정 스킴

(Scheme)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운휴 설비들을 최

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공정 스킴을 개발하고, 자

체 기술로 공정 개조 작업을 수행하였다.

SK의 기술은 BTX 생산 측면에서 UOP의 술포란

(Sulfolane) 공정과 Uhde의 몰피란(Morphylane) 공

정 등 BTX 추출공정과 경쟁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SK의 기술은 BTX뿐만 아니라 LPG를 주

요 제품으로 생산함으로써 기술적인 차별성을 

확보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써 SK는 2003년 

IR52 장영실상을, 2005년에는 대한민국기술대상

과 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나. S-OIL

S-OIL은 석유화학 분야로 본격적인 진출을 위

하여 1988년 일본 니키 유니버설(Nikki Universal, 

미국 UOP의 자회사), 프랑스 악센스(Axens)와 기

술제휴를 맺었다. 1989년 7월 방향족 화합물 생

산을 위한 BTX 공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91

년 3월 설계처리능력 일일 3만 배럴 규모의 공장

을 준공하였고, 4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

어갔다. BTX 공장은 나프타 유분을 원료로 촉매 

개질 반응을 통하여 벤젠, 톨루엔과 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으로 전환하고 이를 각각 고순도 제

품으로 분리·생산하는 시설이다. 촉매 개질 반응 

공정과 높은 방향족 전환율과 수율을 위하여 촉

매를 연속 재생하는 공정이 핵심이었다.

S-OIL은 #1 BTX 공장 준공으로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을 확

보함으로써 석유화학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BTX 공장의 상업가동 

후에도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 증대 및 안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가동 초기에 촉매 연

속 재생탑의 설계 및 운전 미숙으로 재생탑이 고

온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사고와 잦은 운전 

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한 공정 개선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문제 

해결은 물론 처리량 증대까지 이루었다. 촉매 재

생탑 개조와 주요 칼럼 트레이(column tray) 교체 

등 다양한 공정 개선 노력을 통하여 1996년에는 

일일 처리량을 4만 5,000배럴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는 초기 설계처리량 대비 150%까지 처리능력을 

증대시킨 성과였다. 이러한 처리능력 증대는 타사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내 업계는 

물론 공정 기술을 공여한 프랑스 악센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S-OIL은 1991년 5월 한국 최초로 사우디아라비

아의 아람코와 한국·사우디 합작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후 S-OIL의 석유화학 사업의 지속적인 

진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S-OIL은 1996년 6월 악

센스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당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연간 생산능력 60만 톤(PX 기준)의 

자일렌센터 건설에 착수하였다. 자일렌센터는 빈

틈없는 건설 공정의 추진으로 착공 18개월만인 

1997년 12월 준공과 동시에 상업생산을 시작하였

고 대규모 석유화학 사업화를 이루었다. 자일렌센

터는 BTX 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일렌 및 톨

루엔 등 방향족 제품을 원료로 하여 고순도 PX

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자일렌센터에서는 동종 플랜트에 통상적으로 적

용되던 로터리밸브 시스템이 아닌 144개의 개별 

On·Off 밸브로 구성된 악센스의 Eluxyl 공정을 

채택하였는데, 이 공정은 악센스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공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Adsorbent Tower는 세계 최초로 순차적 On·O�  

밸브 시스템을 적용하여 당시 단일 공정으로 

세계 최대의 고순도 PX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S-OIL은 #1자일렌센터가 생산하는 연산 60만 톤 

규모의 PX와 연산 10만 톤의 벤젠을 국내 석유화

학 업체에 우선 공급하였고, 아시아 지역으로 수

출을 확대하였다. 가동 초기에 Adsorbent Tower 

내부의 불균일한 유량 흐름으로 PX 순도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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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OIL은 악센스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

책을 마련하였다.

불균일한 유량 흐름의 문제는 신크로너스 바이-

패스 라인(Synchronous By-pass Line) 설치를 통하

여 해결함으로써 기대하였던 수준의 고순도 PX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 개선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8년에는 Extract & Ra�  nate 

O/H Air Cooler 모터 및 인버터 교체로 용량을 

증대하고, Adsorbent Tower On·O�  Valve, I. A. 

배관 확장, Extract Column O/H Trim Cooler를 

설치하여 성과를 높였다. 특히 상업가동 이후 잦

은 고장으로 운전에 어려움을 주었던 시퀀스 제

어 시스템과 핵심장치인 Absorbent Tower의 내·외

부 모두 개선되었다. 기존의 타토레이(Tatoray) 공

정을 STDP(선택적 톨루엔 비균등화) 공정으로 

교체하는 등의 지속적인 시설 보완이 이루어지면

서 생산능력은 2011년 기준 연산 75만 톤 수준으

로 증가하였다.

이후 S-OIL은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을 2배 이상 

증대함으로써 석유화학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SEP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S-OIL

은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대비하여 1996년부터 

18만 5,000㎡의 해안 매립 부지를 미리 조성하였

고, 이를 S-OIL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SEP - 

S-OIL Onsan Re� nery Expansion Project)라고 명

명하였다. 2008년 S-OIL은 프랑스 악센스, 미국 

엑슨모빌 케미컬(ExxonMobil Chemical), 독일 우데

(Uhde)와 기술제휴 후 2009년 6월 건설공사에 착

수하였다. 나프타 유분을 원료로 하는 방향족 화

합물, 그리고 PX와 벤젠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하

는 제2아로마틱스 콤플렉스를 준공하였다.

당시 SEP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설계 단계부터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축적해 온 공정 

기술과 기존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의 운영 경

험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1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공사를 완료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설비를 외부에서 제작

하여 공사 현장으로 이송, 조립, 설치하는 모듈

(Module)화 공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공사기간

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S-OIL은 설비 확장을 통하여 PX 생산능력을 종

전 75만 톤에서 170만 톤으로 증대함으로써 단

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PX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2008년 SEP 프로젝트를 시작할 무렵 글로벌 금

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최대 수요처인 중국과 인도

는 이미 대규모 PX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SEP 프로젝트 건설 초기 관련 업체들의 반응은 

싸늘하였으나, S-OIL은 PX가 중국을 포함한 아

시아의 수요가 높으므로 성장성 또한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제2아로

마틱스 콤플렉스 건설을 통하여 아시아 최대 PX 

공급자 지위를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하

다고 판단하여 적극 추진한 것이었다. 이는 ‘사미

르 투바이옙’과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등 전직 최

고 경영진과 대주주 사우디 아람코의 과감한 결단

과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S-OIL의 예상은 적중하였고 SEP 프로젝

트 준공을 앞두고 하락하였던 PX의 수익성은 이

내 회복하여 2017년까지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

지하였다. 제2아로마틱스 콤플렉스는 나프타 유

분을 방향족 화합물로 전환하는 아로마이징 공

정(Aromizing Unit)과 이들 방향족 화합물로부터 

PX를 생산하는 제2자일렌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를 추가로 확

보하기 위하여 경질 원유인 콘덴세이트 분류공정

(CFU)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S-OIL의 원유 정

제능력은 종전 일일 58만 배럴에서 66만 9,000배

럴로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S-OIL은 설비용량 증대를 통한 효율

화 노력을 이어나갔다. 공정 처리용량 증대에 있

어서 주요 보틀넥인 촉매 개질 반응 공정의 히

터(Heater) 처리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IDF 

(Induced Draft Fan)를 설치하였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용량을 효과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개조 노력을 통하여 2017년 기준 5만 8,500BPD 

(Barrels per day)로 기존 설계용량 대비 약 25% 증

가하였다. PX 분리공정도 설계용량인 연산 96만 

톤을 108만 톤으로 15% 증대함으로써 S-OIL은 

연산 183만 톤의 설비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처리량 증대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 

경쟁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S-OIL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과 발전의 역사는 

생산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의 역사이자 후발 주자로서 경쟁 우위를 갖추

기 위한 선제적 도전의 역사였다. 1997년 제1자일

렌센터 완공 당시 S-OIL은 단위당 투자비 부담

을 크게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BTX 공정에서 나

오는 저가의 방향족 석유화학제품을 PX의 생산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료비 측면에서도 높은 경

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축적한 공정 

운전 노하우는 S-OIL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2011년 제2아로마틱스 콤플렉스의 준공은 

World-Scale PX Plant에 대한 개념을 연산 100

만 톤 기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S-OIL 증설 이후 국내 정유사들이 본격적으로 

PX 설비 증설에 뛰어들면서 대한민국 PX 생산능

력은 종전 430만 톤에서 1,000만 톤 수준으로 2

배가량 증가하였다. 한국의 PX 생산능력이 중국

의 1,200만 톤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다는 점

을 볼 때 S-OIL은 전 세계 방향족 사업의 지도

를 재편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S-OIL PX 생산능력은 단일 사이트 기준 세계 2

위에 걸맞은 우수한 설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다. 또한 글로벌 주요 업체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

계와 균형 잡힌 판매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우

수한 마케팅 역량도 갖고 있다. 이처럼 S-OIL은 

한국 내 유일한 PX ACP (Asia Contract Price) 협

상자로서 아시아 PX 시장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등 방향족 업계의 리더로서 국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S-OIL은 방향족 사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하여 올레핀 사

업 진출을 선언하였다. 2013년 S-OIL은 ‘나세르 

알 마하셔’의 주도하에 잔사유(Residue)를 바탕으

로 대량의 프로필렌을 생산하기 위한 고가혹도 

유동상 촉매 분해공정(HS-FCC - High-Severity 

Fluid Catalytic Cracking), 폴리프로필렌(PP) 및 프

로필렌옥사이드(PO) 설비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

하였다. 2014년 2월 S-OIL 인근의 한국석유공사 

온산공단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였고, 이듬해인 2015년 9월 신규 시설 투자

를 최종 결정하였다.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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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8,000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 건설하는 RUC 

/ ODC 설비 중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 Residue Upgrading Complex)는 7만 6,000BPD

의 잔사유를 프로필렌과 휘발유로 전환하기 위

한 설비이고, 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ODC 

- Ole� n Downstream Complex)는 RUC에서 생산

되는 경쟁력 있는 올레핀모노머를 활용하여 연산 

40.5만 톤의 폴리프로필렌과 연산 30만 톤의 프로

필렌옥사이드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S-OIL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

써 석유화학 산업 확대 및 방향족과 올레핀의 균

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향후 정유와 석유화학 사

업의 시너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 에너지·화학 회사로

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GS칼텍스

GS칼텍스는 1967년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 회사

로 출범하였다. 석유, 석유화학 및 윤활유 등 기

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

다. 정유공장은 석유화학 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일부를 되돌

려 받아 연료유의 혼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석유화학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또한 석유

화학제품은 석유제품에 비하여 수요 증가율이 높

고,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다. 따라서 정유 회사들

은 정유 사업의 성장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이 유망한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

하여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방향족 사업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한 접촉 개

질 공정의 개질유나 NCC 공정의 부산물인 수첨

열분해 가솔린을 용매와 흡착제를 통하여 추출·

분리해 벤젠, 톨루엔, 자일렌 및 중질방향족 등

을 생산·판매한다. 방향족 사업은 정제공정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

하는 정유 회사는 보통 방향족 사업부터 시작한

다. GS칼텍스는 1984년부터 폴리프로필렌 중심으

로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하였다.

1986년 「공업발전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도입 허

가만 받으면 정부 승인 없이도 석유화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방

향족 사업 진출을 추진하였다. 당시 방향족 사업

은 수익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사업 전망도 불

투명하였다. 하지만 면밀하게 관련 사업 전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방

향족 제품은 주로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화학섬유

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향후 폴리에스터의 수요는 

급속히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폴리에스터 수요에 

맞춰 PX 생산을 위주로 한 방향족 사업은 전망은 

밝다. 둘째, 폴리에스터 원료인 TPA (Terephthalic 

Acid) 제조기술은 아모코(Amoco)의 특허였으나 

1983년에 특허권이 해지되었다. 아모코의 시장 지

배력이 떨어져 TPA 공장 건설이 활성화되고 있으

므로 PX의 사업성도 호전될 전망이다. 셋째, 국내 

폴리에스터 생산능력은 연간 100만 톤에 달하고 

있으나 원료인 TPA 생산은 36만 톤에 그쳐 TPA 

공장의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TPA 원

료인 PX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칼텍스는 방향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86년 미국 UOP를 기

술 도입처로 결정하였다. 당시 사업 계획에 포함

된 시설은 접촉 개질공정(일산 1만 8,800배럴), 방

향족 추출공정(일산 7,200배럴), 방향족 분류공정

(연산 20만 7,500톤), 톨루엔 전이공정(연산 20만 

6,000톤)과 PX 분리공정(연산 23만 3,000톤)이었으

며, 생산제품은 벤젠(연산 10만 톤)과 PX(연산 20

만 톤)이다. 분체공정인 폴리프로필렌 공정과 달

리 방향족 제조공정은 원유 정제공정과 비슷한 

유체공정이므로 방향족 공장 건설과 가동은 GS

칼텍스 기술진이 담당하였다. 공사 당시 국내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였던 컴프레서, 대형 블로어, 플

랫포밍 반응기, 촉매 재생기 및 펌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비를 국내 제작업체에 발주하여 국내 

기계장치 관련 산업발전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 나프타 탈황공정, 개질공정, 연속촉매 재

생장치, 자일렌 분리공정과 방향족 추출공정 정제

시설도 완공하여 순도 99.9% PX를 성공적으로 생

산하였다. 한편 방향족 제품 생산공정을 개선하

여 생산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개질공정 처리능력

은 시간당 155kl에서 165kl로, 방향족 추출공정 처

리능력은 시간당 66kl에서 86kl로 증가하였다. 부

족한 원료는 자체 생산된 개질유 등을 사용하였

다. 이와 함께 톨루엔 전이공정의 처리능력을 시

간당 36kl에서 42kl로 높이고 제품 수급 상황에 

따라 벤젠, 톨루엔과 혼합자일렌의 생산능력을 폭

넓게 조절하였다. 또한 PX 생산능력을 연 20만 톤

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추가 소요 원료는 공정 

개선을 통하여 증산한 혼합자일렌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방향족 공장 가동 후 1년 반 만인 1991

년 말 방향족 제품 생산능력은 기존 연 50만 톤

(벤젠 10만 톤, 톨루엔 10만 톤, 혼합자일렌 10만 

톤, PX 20만 톤)에서 연 60만 톤(벤젠 15만 톤, 톨

루엔 15만 톤, 혼합자일렌 8만 톤, PX 22만 톤)으

로 높아졌다. 이는 동일한 UOP의 기술을 도입한 

경쟁사와 비교하였을 때 월등한 생산능력이었다. 

소규모 투자로 고부가 방향족 제품을 대폭 증산

하여 수익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시장 상

황에 따라 제품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폴리에스터 수

요 증가에 따라 TPA 생산시설의 증설이 잇따라 

이루어졌다.

TPA 기업이 계획대로 TPA 생산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 1995년 말에는 TPA 원료인 PX의 공급 

부족량이 6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급 상황을 고려

하면 PX의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PX 생산시설의 신·증

설은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막대한 투자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망설이던 상태였다. 

이에 GS칼텍스는 최단 시간 내에 PX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선 가동 중인 제1 PX 생산시

설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기존 시설 

용량 내에서 PX를 증산하려면 원료 투입량을 늘

리거나, 원료에 포함된 PX 회수율을 높이거나 또

는 투입하는 원료의 PX 함량을 높여야 했다.

GS칼텍스의 경우 이미 원료 투입량과 회수율

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을 택하였

다. 1994년 자일렌 이성화 공정의 촉매를 교체하

여 PX 추출 분리공정으로 유입되는 혼합자일렌

의 PX 함량을 17%에서 22%로 높였으며, 그 결과 

PX 생산능력이 연산 22만 톤에서 27만 톤으로 증

가하였다. 촉매 교체 효과로 발생한 생산설비의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3장
석유화학 산업

250 251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운전 여유분을 활용하여 생산능력을 다시 10% 

증대시킴으로써 PX 생산량을 연 30만 톤까지 늘

렸다. 이로써 세계 제일의 PX 생산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던 GS칼텍스는 일단 국내 최대 생산능력

을 갖추었다. 또한 혼합자일렌과 PX의 수급 상황

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품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필요할 때 외부로부터 혼합자일렌을 구입하여 PX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GS칼텍스는 제1PX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연산 

22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증대시킨 이후 제2PX 

생산시설 건설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에서는 기존 

생산시설의 일부를 개조하거나 소규모 생산시설

을 증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기

존 생산시설을 개조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운영상

의 어려움과 비상사태 대처능력 미흡 같은 문제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1994년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제2PX 생산시설을 연산 35만 톤 규모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통상 PX 생산시설 건설에는 2

년 이상이 걸리지만 당시 PX 수급 상황을 고려하

면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가동해야 했다.

제2PX 생산시설 건설을 위하여 GS칼텍스는 기

존 방향족 생산시설의 설계를 담당했던 UOP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PX 생산시설 공

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및 조달(Engineering & 

Procurement)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에는 설계는 상세설계 회사가 수행하고 구매는 

회사에서 수행하였으나 구매 업무까지 상세설계 

회사가 수행하여 공사 일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는 자일렌 칼럼을 구매 요청한 후 설치하는 데

까지 10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획기적 공사 진행

이었으며 국내 플랜트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

다. 또한 기본설계도 제1 PX 공사 경험이 있는 구

성원이 포함된 상세설계 회사를 조기 참여시켜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기본설계사인 UOP로부

터 ‘Total Quality’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1995년 주요 공정 건설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으며, 건설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위기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공

장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벤젠 15만 톤, 톨루엔 

20만 톤과 PX 65만 톤 등 연산 100만 톤 규모의 

방향족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석유

화학 기초원료 공급 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GS칼텍스는 제2PX 완공을 통하여 당시 세계 최

대 규모의 PX 공장을 구축하였다.

제2PX 생산시설의 완공으로 연산 65만 톤의 PX

를 생산하게 되었지만, 원료로 사용되는 개질유

는 수입에 의존하였다. 신규 가동되는 원유 정제

시설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활용하여 개질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3만 5,000BPD 규모

의 제2접촉 개질공정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제2접

촉 개질공정을 위하여 건설비 절감, 촉매 수명 연

장과 운전 단순화 등을 위하여 미국 UOP의 연속

촉매 재생장치를 채택하였으며, 3만 5,000BPD의 

납사를 처리하여 개질유를 생산하였다.

제2PX 생산시설에 개질유를 공급하여 수입 대

체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완공되는 방향족 추

출공정 ‘No.2 BT (Bezene Toluene) Extraction’의 원

료유도 사용하였다. 2000년 완공된 벤젠과 톨루

엔 생산시설(No.2 BT extraction)은 휘발유 기초원

료인 개질나프타(reformate)에 포함되어 있는 벤젠

과 톨루엔 등 방향족 성분을 비방향족 성분과 분

리하여, 벤젠과 방향족 화합물 함량이 낮은 고품

질 휘발유 성분과 양질의 벤젠과 톨루엔을 생산

하는 공정이다. 생산된 휘발유 성분은 국내 휘발

유 벤젠 함량 기준(2.0부피%)8) 및 방향족 화합물 

함량 기준(35부피%)뿐만 아니라 미국의 벤젠 함

량 기준(1.0부피%)과 방향족 화합물의 함량 기준

(32부피%)보다 낮아 환경친화적이었다. 벤젠과 톨

루엔 생산시설은 미국 GTC에서 도입한 추출증류

공정(extractive distillation)이다. 최첨단 특허의 용

제를 사용하여 개질나프타로부터 벤젠 및 톨루엔

을 99.9% 이상 분리·회수할 수 있고, 생산된 벤젠 

및 톨루엔의 순도가 99.995% 이상으로 높다. 그

뿐만 아니라 공정수를 대폭 줄여 건설비와 운전

비가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

정으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2001년 세계적 규모의 방향족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여수공장 안에 연산 35만 톤 규모의 PX와 

38만 톤 규모의 벤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증설을 계획하였다. 당시 아시아지역에서는 폴리

에스터 및 TPA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증가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원료인 PX 공급

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폴리에스

터 섬유, PET 수지, 필름, 도료 등의 주원료 TPA

의 원료가 PX였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서 폴리

에스터 공장을 대거 증설하고 있어 매년 10% 이

상의 TPA 및 PX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PX 공장 

증설 계획은 없어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

상되었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장기간 만성적 PX 공

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었다.

공장 증설 계획을 확정한 후 톨루엔에서 PX와 벤

젠을 생산하는 공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GS

칼텍스는 엑슨모빌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미국 GTC와 PX 순도를 높이는 공정 기술도입 계

약도 체결하였다. 엑슨모빌로부터 도입한 PX 생

산 공정 기술은 톨루엔을 촉매와 반응시켜 90% 

순도 PX와 벤젠을 생산하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

은 1996년 개발된 이후 세계적으로 미국 내 엑슨

모빌 자체 두 곳에서만 활용하고 있었으며, 국내

에서는 GS칼텍스가 처음 도입하였다.

또한 GTC로부터 도입한 공정기술은 엑슨모빌

의 PX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90% 순도의 PX를 

99.7%까지 순도를 높인 PX로 만드는 공정 생산기

술이었다. 이는 기존의 기술보다 공정이 간단하

며 효율이 높고 조작이 간편하였다. 이렇게 두 가

지 공정 기술을 도입·적용하여 2003년 PX 증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절감

은 물론 향후 공장 운영비도 15~20% 절약하였

다. 이후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

정을 개선하였다. 현재는 연산 PX 135만 톤, 벤젠 

93만 톤, 톨루엔 17만 톤, 혼합자일렌 35만 톤 등 

총 280만 톤 방향족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 롯데케미칼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2003년 6월 현대석

유화학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군 경쟁력을 강화한 

롯데케미칼은 2004년 방향족 부문을 사업영역으

로 하는 KP케미칼 인수를 추진하였다. KP케미칼

의 모체는 고려합섬그룹(고합)으로 외환위기 이

전에는 고려종합화학(PX), 고려석유화학(PTA)과 

고려합섬(PET) 등으로 이루어진 석유화학·합섬 

산업 그룹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부채로 8) 부피의 비율로 계산한 농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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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는데, 워크아웃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고려합섬으로 흡수합병되었다.

2001년 12월 채권단은 구조 조정 계획의 일환으

로 고려합섬의 4개 공장 중에서 가장 우량한 유

화 부문(PX, PTA, PET)을 분리하여 KP케미칼

을 설립한 뒤 매각하고자 하였다. 당시 KP케미칼

은 폴리에스터 제품 원료 PX 70만 톤과 PTA 95

만 톤, PET 40만 톤, 벤젠 10만 톤, MeX 6만 톤 

및 PIA 10만 톤 등 방향족 제품을 생산하여 연

간 1조 5,0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었

다. 울산에 1, 2공장을 두고, 동일한 단지 내에서 

PX→PTA→PET, MeX→PIA, 벤젠 및 OX 등을 

일괄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KP케미칼의 큰 장점이

었다.

롯데케미칼은 KP케미칼을 인수하여 방향족 사업

을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었다. KP케미칼의 PET는 롯데케미칼 

MEG의 수요처이고, PTA는 롯데케미칼 PET 공

장의 주요 원료로 쓰이고 있어, 두 회사의 시너지

가 기대되었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7월 채권단

으로부터 KP케미칼 주식 약 53%를 인수하는 매

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해 11월 인수 완료하였

다. KP케미칼 인수를 계기로 롯데케미칼은 기존

의 올레핀 사업 부문에 더하여 방향족 부문을 강

화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다. 특히 KP케미칼의 주력 제품

인 PX, PIA, PTA와 PET는 국내는 물론 중국, 러

시아 및 유럽 등 세계 유수업체들과 어깨를 나란

히 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롯데케미칼의 

글로벌 전략에도 새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를 통

하여 롯데케미칼은 호남(여수)과 중부지역(대산)

에 이어 영남지역에도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대산과 울산 모두

에 사업장을 가진 유일한 기업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국내외 BTX 제조사들이 설비 

증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롯데케미칼은 BTX 공

정의 주원료인 혼합자일렌(MX) 물량 확보에 적극

적으로 나섰다. MX는 벤젠, 톨루엔과 자일렌 등 

방향족 제품을 생산하는 BTX 공정의 원료이지

만 거래량이 적어 구매가 쉽지 않은 품목이었다. 

그간 롯데케미칼은 MX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해 왔는데, 향후 MX 구매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손잡고 자

체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2014년 1월 현대오일뱅크와 1조 2,000억 원 규모

의 콘덴세이트 원유정제 공장과 MX 제조공장 건

설을 위한 합작계약을 마무리 하여 합작사 ‘현대

케미칼’을 출범시켰다. 현대케미칼은 2016년 하반

기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콘덴세이트 원유를 

정제하여 경질 나프타와 MX 각각 연간 100만 톤

과 등·경유를 생산하였다. 등·경유는 현대오일뱅

크, 경질 나프타는 전량 롯데케미칼에 공급되며 

MX는 양사에 나눠 공급된다. 이에 따라 MX와 

경질 나프타 수입 대체 효과만 연간 2조 원에 이

를 것으로 추산되고, 등·경유 판매를 통하여 연

간 3조 원가량의 수출 증대 효과도 예상되었다.

롯데케미칼의 지분율은 처음에 50%였으나, MX

의 안정적인 조달이 주목적임을 고려하여 40%로 

양보하였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간 합작 사례가 

매우 드물고, 그 결과도 성공적인 경우가 적어 우

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

뱅크는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하여 이같은 우려

를 불식시켰다. 현대케미칼의 출범은 두 회사 모

두에게 지속 성장의 발판으로 기능하고, 시장 경

쟁력이 높아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다소 침체한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3.3 중간원료

3.3.1 스티렌 모노머

가. 개요

스티렌 모노머(SM - Styrene Monomer)의 상업생

산은 1925년에 시작되었으며, 1937년 다우 케미

컬(DOW Chemical)사가 산화아연(Zinc-Oxide)

을 촉매로 사용하여 에틸벤젠(EB - Ethylbenzene) 

크래킹(cracking)을 시작했다. 한편 독일의 바스

프(BASF)도 1930년대 독자적 기술로 SM을 생산

하기 시작했다. SM은 1940년대 들어 합성고무의 

원료로 대중화되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증가했으

며 1957년 개발된 칼륨-산화철 베이스(base) 촉매

가 현재까지 SM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SM은 방

향족 물질로 주로 폴리스티렌(PS - Polystyrene)과 

ABS 등 스티렌 폴리머(Styrenic polymers) 생산에 

사용된다.

SM 제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에틸렌과 벤젠

을 주원료로 하여 EB를 생산한 후 산화철 촉매를 

이용하여 SM을 생산하는 방법과 프로필렌옥사이

드(PO - Propylene-Oxide) / SM 또는 SM / PO로 

알려진 SM과 PO를 같이 생산하는 방법이다.

나. 국내 업계 현황

SM EB / SM 공법 라이센스는 Lummus, Badger 

및 다우가 보유하고 있는데 다우는 라이센스

를 공개하지 않고 자사 공장에만 적용하고 있

다. PO / SM 라이센서는 아르코(Arco), 라이온델

(Lyondell), 다우 등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는 SKC

만 아르코의 PO / SM 공법을 사용하고, LG화학, 

한화토탈, YNCC와 롯데케미칼은 모두 EB / SM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Lummus와 Badger의 라이센스는 둘 다 EB 공정이 

액상 제올라이트 공법으로 거의 동일하며 SM 공

정은 SM 반응기 공급 컴프레서 유무와 증류 공

정에서 증류탑 배열만 다를 뿐 구성과 전체적인 

공정 흐름은 유사하다.

국내 SM 산업에서는 1978년 동부한농화학이 최

초로 SM 공장을 건설·생산하였다. 이후 1980년

대 말 한국 석유화학 산업 도약기에 대규모 투자

가 진행됨에 따라 1986년 YNCC, 1990년 여수에 

럭키(현 LG화학)와 울산에 SKC, 1991년 대산에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LG화학과 현대석유화학

(현 롯데케미칼)에 SM 공장이 건설되었다.

LG화학은 1987년 여수석유화학단지에 럭키유화 

법인을 설립하고 Lummus의 EB / SM 라이센스

를 계약하여 1989년 3월 연산 12만 톤 공장을 착

공, 1990년 3월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1992년에는 

연산 18만 톤 공장을 가동해 2개 공장 연산 3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최초 도입한 EB 공정은 

AlCl3 공법을, SM 공정은 컨벤셔널(conventional) 

공법을 도입했다. 2003년 EB 공정은 제올라이트 

촉매를 사용하는 EBOne process (Lummus 라이센

스)를, SM 공정은 SMART 공법(Lummus 라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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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을 도입하고 개조(revamping)를 실시하여 연간 

50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현대

석유화학 SM 공장(#1공장, #2공장은 롯데케미칼

에서 인수)을 인수하여 대산에 연산 18만 톤 생

산능력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국내 SM 업계는 LG화학(여수/대산 공장), 

한화토탈, YNCC와 롯데케미칼 등 4개사 5개 EB 

/ SM 공장과 SKC PO / SM 공장이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국내 SM 연산 생산능력은 2016년 기준 

LG화학 여수 공장 50만 5,000톤, 대산 공장 18만 

톤, 한화토탈 105만 1,000톤, YNCC 29만 톤, 롯데

케미칼 57만 7,000톤과 SKC 40만 톤으로 국내에

서는 총 300만 톤 정도의 SM이 생산되고 있다.

3.3.2 VCM / EDC

가. 국내 VCM / EDC 기술도입 및 성장

국내 PVC 산업은 성장하였지만 PVC의 제조 원

료인 VCM (Vinyl Chloride Monomer)은 1970년대 

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국내 VCM 공급

은 1972년 한양화학(현 한화케미칼)이 국내 최초

로 미국 다우 케미컬의 기술을 도입하여 울산에 

연산 6만 톤 규모의 설비를 가동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1973년 6월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계획

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다우 케미컬과의 합작으로 

VCM 연산 15만 톤의 공장 건설을 위한 실수요자

로 선정되었다. 한화케미칼은 1980년 1월 여수석

유화학단지에 공장을 완공하여 1980년대 말 신규 

참여 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VCM을 독점 공급하

였다.

1990년 LG화학이 미국 BF굿리치(B. F. Goodrich)

로부터 최신의 산소첨가염소화 공법(Oxy Chlori-

nation) 기술을 도입하여 여수석유화학단지에 연

산 30만 톤 공장을 가동하였다. 이로써 한화케미

칼과 LG화학 양사 VCM 공급 체계가 확립되었

다. 이후 양사는 지속적 증설을 실시하여 생산능

력을 키워 나갔다. 1991년 한화케미칼이 EVC의 

기술 도입으로 울산에 연산 23만 톤 VCM 공장을 

증설하였고, LG화학 또한 1997년 미국 GEON의 

기술을 도입하여 연산 30만 톤 공장을 증설하였

다. 현대석유화학이 1997년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일본 미쓰이의 기술을 도입하여 연산 15만 톤 규

모의 설비를 가동하여 3사 체제가 되었지만 2000

년 LG화학에 인수되면서 다시 양사 체제가 되었

다. 국내 VCM 연산 생산능력은 2016년 기준으로 

LG화학 98만 톤과 한화케미칼 59만 7,000톤을 합

하여 총 157만 7,000톤이다. VCM 제조 원료인 에

틸렌 디클로라이드(EDC - Ethylene Dichloride)는 

한화케미칼이 합작 상대방인 다우 케미컬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였다.

한화케미칼은 1980년 여수에 미국 다우 케미컬

의 기술을 도입하여 EDC 연산 28만 6,000톤 공

장의 건설설비를 가동하였다. LG화학은 1996년 

미국 제온(GEON)의 기술을 도입하여 여수에 연

산 22만 5,000톤 규모의 EDC 공장을 가동하였고, 

2013년 30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증설함으로써 

원료를 자체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기준 

국내 EDC 연산능력은 LG화학 63만 톤과 한화케

미칼 65만 1,000톤을 합하여 총 128만 1,000톤 규

모이다. 양사는 전해 사업과 EDC-VCM-PVC의 

Vinyl Chain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원료 수급을 

모두 자체 해결하고 있다.

나. VCM / EDC 제조기술의 발전

VCM의 제조공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카

바이드법으로 산화칼슘 물질인 생석회, 코크스와 

무연탄 등의 탄소계 물질을 전기로 가열하여 아

세틸렌을 얻어 VCM을 제조하는 아세틸렌법이고, 

다른 하나는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으로

부터 VCM을 제조하는 에틸렌법이다. VCM의 생

산공정이 아세틸렌법에서 에틸렌법으로 발전하면

서 석유를 원료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PVC의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만

들었다.

(1) 아세틸렌법(Acetylene Based Process)

1930년대 초반 VCM은 칼슘카바이드에서 생성된 

아세틸렌에 대한 염화수소(HCl) 부가반응에 의하

여 제조되었다. 반응은 활성탄에 담지된 염화수

은(Mercuric Chloride, HgCl) 촉매하에서 97~177℃ 

온도의 기상에서 진행되며, 수율은 80~95%이고, 

주요 부 반응물은 1.1-Dichloroethane (1.1-EDC)

이다. 이 제법은 하나의 반응에 의해서 VCM을 

얻을 수 있고, 반응조건이 마일드(mild)하며, 발

열반응이므로 외부에서 가열이 필요없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아세틸렌을 원료로 한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아세틸렌을 생성하는 과정

의 칼슘카바이드 공정은 높은 반응온도와 흡열반

응으로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탄소(Carbon)

에서 아세틸렌이 얻어지는 2단계 반응공정으로 

장치와 운전비용이 크다. 탄소의 1/3은 일산화탄

소(Carbon Monoxide)로 전환, 산화칼슘(Calcium 

Oxide)은 수산화칼슘(Calcium Hydroxide)으로 전

환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2) EDC법(Ethylene Dichloride Process)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제법은 EDC를 중간매체

로 하는 2단계 반응공정이다. 에틸렌에 염소의 

부가반응으로 EDC가 얻어지고, EDC는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VCM과 HCl을 생성한다. 에틸

렌 염소화 반응은 기상 또는 액상에서 이루어진

다. 기상반응9)의 경우 87~127℃의 온도에서 라

디칼(radical) 반응10)에 따라 진행되며, 액상반응

11)에서는 EDC 액상에서 염화철(Ferric Chloride, 

FeCl3)을 촉매로 67℃에서 이온반응에 따라 진행

된다. 이와 같은 에틸렌의 염소화 반응에서 수율

은 약 95% 정도로 알려져 있다. EDC의 열분해 

반응은 약 497℃에서 라디칼 반응에 따라 진행된

다. EDC의 열분해 반응에서 부 반응물 및 코크

(coke) 생성 억제 등과 관련하여 전환률은 약 50% 

정도이다. 이 공정은 아세틸렌 공법에 비하여 저

렴한 에틸렌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

된 염소의 50%가 HCl로 전환되므로 자체적으로 

VCM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3) 아세틸렌, 에틸렌 병용법

EDC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세틸렌법

을 함께 사용하는 아세틸렌, 에틸렌 병용법(The 

Balanced Route, 혼합가스법이라고도 함)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아세틸렌, 에틸렌 병용법은 3개의 

반응공정으로 구성되어 투자비와 운전비가 크고, 

Hydrocarbon feed의 50%는 아세틸렌이 사용되어 

9) 반응에 관여하는 모든 물질이 기체 상태로 진행하는 화학 반응

10) 열, 빛, 방사선 등에 의하여 생성되는 유리기가 반응 중간체로 관여하는  

 반응

11) 반응에 관여하는 모든 물질이 액체 상태로 진행하는 화학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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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4) 옥시염소화법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된 에틸렌의 옥시염소화법 

기술(Oxychlorination Process)은 VCM 산업의 발

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 공정에서는 에틸

렌, HCl과 산소를 원료로 EDC가 제조되므로 직

접 염소화 반응, EDC 열분해 반응과 옥시염소화 

반응 등으로 구성된 밸런스드 프로세스(Balanced 

Process)에 의하여 에틸렌과 염소로부터 VCM 

생산이 가능하였다. 전형적인 밸런스드 플랜트

(Balanced Plant)에서 VCM은 EDC의 열분해에 의

하여 생산되며, 이때 부생되는 염화수소는 옥시

염소화 공정의 원료로 EDC 생산을 위하여 사용

된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의 모든 공장에서 적용

하고 있는 제조공법으로서 투자비가 적게 들고, 

생산성과 생산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3.4 합섬원료

3.4.1 에틸렌 글리콜

가. 롯데케미칼

(1) 기술도입기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의 건설은 1976년 4

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총 3년 6개월에 걸쳐 이

루어졌다. 당시 열악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

해 볼 때 상세설계의 약 10%를 우리 손으로 해

냈다는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비록 배관 드로

잉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훗날 한국 

엔지니어링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계기가 되었

다. 만약 우리 기술의 열악함을 들어 일본 측에 

100% 상세설계를 맡겼다면 우리는 엄청난 자금

을 투입하고도 미래 기술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

험을 전혀 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연산 8만 톤 규모의 에틸렌 글리콜(EG - Ethylene 

Glycol)을 생산하는 HEG 공장은 1977년 10월 파

일공사를 시작으로, 1978년 3월 응축수 드럼 2기 

설치, 반응기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기기 설치 공

사에 돌입하였다. HEG 공장은 다른 공장에 비하

여 핵심시설에 중량기기와 대형 고층탑들이 많아 

기기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에틸렌 옥사이드

(EO - Ethylene Oxide, EG의 주원료) 반응기, EO 

흡수탑 및 EO 탈기탑(脫汽塔) 등의 주요 중량물

을 설치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릴 정도였다. 이들 

중량물은 22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고

서야 1978년 5월 20일 EO 흡수탑, 5월 30일 EO 

탈기탑과 7월 22일 EO 반응기 설치를 각각 완료

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7만 2,000톤 생산규모의 

EO 반응기는 직경 5m, 전장 23m에 중량이 430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기라는 점에서 

화제였다. 최대 규모 반응탑 1기를 설치하여 공정

을 단순화함으로써 공장 건설비를 획기적으로 절

감한다는 것이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의 생

각이었다.

미쓰이조선에서 21개월에 걸쳐 제작한 EO 반응기

는 1978년 7월 2일 2,000톤급의 전용 바지선(Barge) 

편으로 단지 옆 삼일항에 도착하였으나, 설치 현

장까지 육상 수송할 방법이 없었다. 롯데케미칼 

기술자들은 험난한 여건에 굴하지 않고 전용선 

접안을 위한 임시 부두를 만들었고, 혹시라도 있

을 사고에 대비하여 땅을 다졌으며, 그 위에 철판

을 까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후 굴대를 이

용하여 최종 설치장소까지 EO 반응기를 굴려서 

이동한 후 220톤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여 설치를 

완벽하게 해냈고, 대한통운이 하역을 맡아 7월 31

일 설치에 성공하였다.

이 같은 경험은 롯데케미칼이 훗날 현지 지형 조

건이 열악한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공장 같은 해

외 공장 건설에 활용되었다. 롯데케미칼 기술진

들은 EO 정제탑 국산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일

본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하여 공장 전체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54.4m의 EO 정제탑을 자체 기술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기술진들이 우려

를 표하였는데도 롯데케미칼은 국내 기업인 대한

화학기계에 발주하여 과감하게 국산화를 추진하

였다. 발주에 앞서 밤샘 기술회의가 하루가 멀다

고 열렸으며, 완벽한 설계를 위하여 업계 선진국

의 자료는 다 가져와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현실

에 맞지 않는 부문은 과감히 뜯어고쳐 상세설계

를 마쳤다.

1978년 4월, 마침내 국내 기술진의 기술로 성공

적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반응기 설치에 그치지 않고, 

EO 정제탑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탑이 되었다. EO 정제탑

은 현재까지 여수공장 내에 기기 국산화의 열정

을 상징하는 상징탑으로 우뚝 솟아있다. 당시 호

남석유화학의 최병오 부사장은 <롯데케미칼 40년

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일종의 우국충정의 마음도 섞여 있었어요. 완성

되면 단지 어디서나 보이는 제일 높은 구조물인 

정제탑을 일본 기술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었

다고나 할까요?”

이 과정에서 일본 기술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

하곤 하였다.

“이해는 해요. 그들이 일본인이지만 어디까지나 

엔지니어니까요. 엔지니어는 모험을 택하기보단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고와 결정

을 통하여 결과물을 내놓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죠. 다만 우리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

리나라에서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강했던 거죠.”

일본에서 특수 제작된 구형의 EO 저장탱크는 조

립이 까다로워 설치 경험이 많은 대진화공이 시

공하였다. 시공 과정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을 가진 용접공을 투입하고 100% X-Ray 검사를 

실시하는 등 누설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기기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압력시

험과 플러싱에 들어간 것은 1979년 2월이었다. 이

에 발맞춰 기술도입처인 Shell개발에서 기술자가 

내한해 공정을 점검하였다. 그해 7월부터 보완공

사를 진행하여 10월에는 시운전 가동을 마친 후 

12월부터 본격적 상업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착공 

21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HEG 공장 가동으로 롯데케미칼은 합성섬유의 

필수원료이지만 수입에 의존하던 EG를 최초로 

국산화함으로써 한국 화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HEG 공장은 산소 직접산화 

방식인 미국 Shell개발 공정을 채택하였다.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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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최신의 촉매를 사용하여 제조원가를 절감

하였으며, 또한 특수한 정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하고 순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었다.

(2) 기술체화기

① SEG 공장

1980년대 중반 무렵에 EG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

하여 롯데케미칼은 안정적 EG 공급을 위하여 연

산 10만 톤 규모의 두 번째 EG 공장인 SEG 공장

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롯데케미칼은 미국의 Shell

개발 공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1989년 1월 Shell개

발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상업화

된 EG 제조공정으로는 Shell 공정, 사이언티픽 

디자인(Scientific Design) 공정, 유니온 카바이드

(Union Carbide) 공정과 ATOCHEM/일본촉매화

학 공정 등이 있었다.

롯데케미칼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용되고, 

고도의 안전성도 확보되어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Shell공정을 채택하였다. 6월에 일본 

미쓰이조선과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8월에는 삼

성엔지니어링과 상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어서 롯데건설을 건설사로 선정하고 1990년 

2월 공사에 착공하였다. 증설 공장의 부지는 기

존 공장 건설 당시 배가 증설에 대비하여 예비해 

둔 기존공장 내의 부지를 활용하였다. 1990년 8월

부터 시작된 EO 반응기가 모두 설치된 후인 12월

에 공기분리 공장 시운전도 완료하고, 이듬해인 

1991년 5월 기계적 준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7월부

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SEG 공장이 가동됨

으로써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EG의 국내 

자급률이 크게 높아져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였다.

SEG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롯데케미칼은 회사

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 안정화

를 이룩하고 기존의 부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투

자비를 크게 절감하였다. 동시에 가능한 많은 기

자재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기자재 국산화 비율을 

높인 것은 물론 상세설계 및 공사감리비 등도 절

감함으로써 SEG 공장을 매우 경제적인 공장으로 

탄생시켰다.

② 3EG 건설

1994년을 고비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기가 회

복되자 업계는 신규 사업을 적극 계획하기 시작

하였다. 현대석유화학은 제2기 공장 신설, 삼성

종합화학은 BTX와 SM 증설계획을 추진하였고, 

LG화학은 PVC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국내 화섬사들의 잇단 생산시설 

신증설로 EG 자급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되었다. 이 경우 EG 수입이 불가피해질 것이었으

므로 롯데케미칼은 고민 끝에 EG 공장을 세우기

로 하였다. EG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원료인 에틸

렌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MEG를 수입할 경우와 비교할 때 가격 경

쟁력도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1995년 2월 EG 신증설

(3EG)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Shell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설계 주사업자

로 삼성엔지니어링을 선정하여 계약하였다. 공장

규모는 최초 설계 과정에서는 12만 톤을 계획하였

으나 후발업체들이 이 분야의 사업에 참여할 것

을 고려하여 15만 톤으로 확대하였고, 최종적으

로 1997년 준공될 시점에는 연산 16만 톤 규모로 

확장하였다. 3EG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

작할 무렵, MEG 시장가격이 폭등하는 호재가 발

생하였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EG 분야에서 

다른 업체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면서 10여 년간 

큰 수익을 올렸다.

③ EOA 프로젝트

에틸렌 옥사이드 어덕트(EOA - Ethylene Oxide 

Adduct)는 EO를 수화 반응시켜 EG를 제조하는 

대신 알코올 등과 반응시켜 제조하는 계면활성제

이다. 세제, 섬유염색조제, 윤활제, 산업용 이형

제 및 콘크리트 혼화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123층(555m)의 롯데수퍼월

드타워 건설에 콘크리트 혼화제로서 롯데케미칼

의 EOA가 사용되었다. 1997년 시작된 EOA 프로

젝트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난항을 겪기도 하

였지만, 스위스 BUSS사(현 DPT)의 순환방식 공

정을 채택하여 2000년 완료되었다. DPT 공정은 

외부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제품 품질이 균

일한 장점이 있었다.

시험운전 당시 프로그램 컨트롤러에 버그(bug)가 

발생하여 DPT의 긴급조치 후 2000년 3월 상업생

산에 들어갔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비상시를 대비

하여 자체 프로그램 엔지니어를 두고, 5,000여 페

이지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해석하여 잠재된 버그

를 잡아냈다. 이 작업을 통하여 공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도 DPT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생산 초기에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초기 공장 가동률이 28%에 머물렀지만, 2004년 

공장 가동률 100%를 달성하면서 EOA 프로젝트

는 큰 흑자를 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3.4.2 테레프탈산

가. 삼남석유화학

(1) 테레프탈산 저온산화 반응 기술개발

삼남석유화학은 날로 성장하는 폴리에스터 산업

에 발맞춰 원료 TPA (Terephthalic Acid)의 국내 

수급 안정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1988년 1월 설

립되었다. 당시 TPA 제조기술은 아모코 공정, 이

스트만 공정과 미쓰비시(三菱) 공정이 있었는데, 

삼남석유화학은 초기 투자비와 유틸리티 코스트

(utility cost)가 가장 저렴한 미쓰비시 공정을 도입

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수석유화학공업단지에 연

산 23만 톤 규모 QTA (Quali� ed Terephthalic Acid) 

생산설비를 건설하여 1990년 3월 상업생산에 돌

입함으로써 국내 폴리에스터 산업 및 섬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 생소하였던 석유화학 산업의 공정기

술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을 거쳐 현재

에 이르고 있다. 초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적실해졌다. 이후 증산 및 

신규 공장 증설, 2003년의 NO.4 플랜트 가동을 

통하여 삼남석유화학의 TPA 생산능력은 연산 

180만 톤에 달하였다. 또한, 공정기술 개발과 신

규설비 적용을 통하여 원가절감 활동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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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삼남석유화학은 설비가동 초기부터 국내외 

신기술 도입, 자체 기술개발과 관련사와의 기술 

교류 등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정 특

성과 도입 기술의 적시 적용이 어려워 국내외 경

쟁사들에 비하여 원가 경쟁력이 줄어들었고, 중

국의 테레프탈산 확대 진출 움직임에 따라 대중

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삼남석유화학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2) 산화 반응 부분 중점 개선

이에 따라 삼남석유화학은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였고, 그간의 공정 노하우와 다양

한 개조·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TPA 생산기술 중 

특히, 산화 반응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선

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초반

이었다. 당시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공장장 이

수헌 상무를 필두로 개발 담당자 김형진 생산기

술팀장, 채승우 생산팀장과 주요 핵심 기술진들

은 TPA 산화반응기 수율 개선 기술 검토를 시작

하였다.

연구팀은 저온·저압에서 동일 품질의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한 산화반응기 개조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기술개발 및 조사과정에서 

산화반응기의 유동 해석이 필요하였으므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PSE가 기술개발에 동

참하였다. 또한, TPA 산화반응기 시뮬레이션 결

과 반응기 내 유체 흐름을 개선해야 했는데, 이는 

교반기 전문 업체인 독일 에카토(EKATO)에 설계

와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남석유화

학 여수공장 내 생산부서, 공무부서와 생산기술

부서 기술진들은 수차례 토의를 통하여 자체 기

술검토를 시행하였고, 반응기 내부 구조 변경까지 

수행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하였다.

2007년 1월부터는 산화반응기 운전조건의 변

화에도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NO.2 PTA 

(Pure Terephthalic Acid) 플랜트의 CTA (Crude 

Terephthalic Acid) 반응기에 새로운 산화 반응 기

술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같

은 해 10월 반응기 개조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3월까지 시운전 및 효과 파악을 위한 반응기 운 

조건 등을 조절하였다. 이 기술은 원료 및 용매의 

원단위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삼남석유화학은 이 기술을 ‘저온산화 반응기술’

로 명명하고, 2008년 4월 국내 특허 및 2009년 3

월 PCT 출원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다. TPA는 원

료 PX가 촉매와 용매 초산혼합물의 고온고압 하

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된다. 주요 설비는 반

응이 이루어지는 반응기와 반응기 이후 공정에서 

일부 불순물의 농도를 조정하는 설비로 구성되는

데, 원료나 용매의 수율 및 제품 품질을 좌우하

는 가장 핵심적인 설비는 반응기이다. 반응기의 

설계기준은 형상, 내부구조, 운전온도와 압력, 원

료와 용매의 비율, 촉매량 등이다.

삼남석유화학에서 중점을 두고 개발한 저온산화 

반응기술은 산소를 함유한 공기를 공급하는 기체 

반응물의 공급 위치, PX 및 용매와 촉매를 공급

하는 액체 반응물의 공급 위치, 임펠러의 위치(관

계)와 구조를 변경한 새로운 산화반응기에 관한 

것이다. 저온산화 반응은 반응기에서 원료 PX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접촉하

도록 하여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시키는 것

이다. 즉, 반응기 내 교반 형태 변경을 통하여 반

응기 내 유체 유동을 변경하고 원료, 용매 혼합물

과 공기의 접촉효율을 향상시켜 반응기 내 사각지

대(dead zone) 없이 반응을 일어나게 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 일본 미쓰비시

에서 도입한 TPA 산화반응기는 고온고압에서 반

응이 이루어져 원·부원료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삼남석유화학에서의 보유한 테

스트 설비나 기술로는 변경이 어려운 핵심기술이

었다.

NO.2 PTA 플랜트의 반응공정에 적용하여 획득

한 저온산화반응기술의 확신을 토대로 2008년 5

월, 이를 NO.4 QTA 플랜트의 반응기에 적용하였

다. 이어서 2008년 7월 NO.3 플랜트의 반응공정

과 2010년 NO.1 플랜트의 반응기까지 확대 적용

함으로써 삼남석유화학의 전 플랜트는 자체 개발

한 저온산화 반응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

다. 특히 NO.1, NO.3와 NO.4 플랜트는 NO.2 플

랜트와는 다른 삼남석유화학만의 차별화된 제품 

QTA를 생산하는 공정이었다. 공정 자체는 에너

지 최적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단순하지만 산화

반응기의 운전조건에 따라 품질 변화가 매우 민

감하기 때문에 공정 및 품질의 안정화에 다소 어

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시

행착오 끝에 저온산화 반응에 최적화된 운전조건

을 찾아낼 수 있었다. 기술 도입처 미쓰비시도 이

러한 삼남석유화학의 기술개발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월 삼남석유화학은 자사의 

기술특허인 저온산화 반응기술을 역수출하였고, 

2009년 7월 미쓰비시 계열사 세 곳에 거액의 기술

료를 받고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쓰비시 산하 다른 해외 공장에 저온산화 반응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는 2009년 9월 인도

네시아 MCCI의 NO.1 플랜트의 반응기 개조 작

업이었다. 이는 연산 32만 톤 규모였다. 이때 미쓰

비시의 요청으로 삼남석유화학 반응기 개조와 똑

같이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삼남석유화학의 

기술진과 협력 업체 직원 다수가 직접 인도네시아

의 공장으로 파견되어 약 2개월 동안 개선 작업

을 직접 수행하였고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다. 이는 삼남석유화학의 개발 기술이 해외 

플랜트에 처음으로 수출 적용된 사례가 되었다.

이후 미쓰비시는 2010년 4월 중국 NMC 연산 60

만 톤 공장, 2012년 7월 MCPI NO.1 연산 47만 

톤 공장과 같은 해 12월 인도네시아 NO.2 연산 

32만 톤 공장, 2013년 4월 인도 MCPI NO.2 연산 

80만 톤 공장에 각각 삼남석유화학의 저온산화 

반응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미쓰비시 TPA 생

산 계열사에 삼남석유화학의 저온산화 반응기술

이 적용되었다. 또한 2013년 7월 미쓰비시는 폴란

드의 연산 60만 톤 공장 디보틀넥킹 개조 공사에 

삼남석유화학 저온산화반응 기술을 적용하기 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미쓰비시 계열사

뿐만 아니라 다른 TPA 공정에도 적용되는 사례

가 되었다. 이로써 삼남석유화학은 기술도입 업체

였던 일본의 미쓰비시가 TPA 생산 설계기준으로 

삼남석유화학의 저온산화 반응 적용을 선택함으

로써 기술 역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후

에도 삼남석유화학은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 활동 

및 제품 생산수율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삼남석유화학은 201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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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의 TPA 산업 설비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와 제품 마진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의 제조원가가 가장 낮은 경쟁력 있는 플랜트로 

생존할 수 있었다.

3.4.3 아크릴로니트릴

가. 동서석유화학

동서석유화학(이하 동서)은 1969년 창립 후 국내 

최초로 아크릴로니트릴(AN - Acrylonitrile) 생산

을 시작하였고, 현재 연간 56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거점으로 성장하였다. 주

력 생산품 AN뿐만 아니라 청화소다(NaCN), 아

세토니트릴(MeCN), 아크릴아마이드(AMD), 에틸

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등 AN 제조과

정에 따른 부생품 및 유도품을 제품화하여 경쟁

력 있는 종합화학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 

초 소하이오(SOHIO) 공정의 상업화 후 전 세계 

모든 AN 생산 공장은 프로필렌, 암모니아와 공기

의 반응에 기초하여 건설되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소하이오 공정을 채택하였지

만 디스틸러스(Distillers) 공정을 이용하는 공장들

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공정 역시 <그림 3-11>의 

동일한 반응에 근거를 두고 있다.

AN 제조공정은 크게 반응공정, 급랭공정, 회수

공정 및 정제공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반응

공정에서 공기, 암모니아와 프로필렌은 거의 반응

계수비대로 15psig와 750~925℉에서 유체층(� uid 

bed) 반응기로 들어가며 인, 몰리브덴산 및 몰리

브덴산의 창연, 주석 및 안티몬 염을 주체로 한 

촉매 존재하에 반응한다. 공정 특징 중 하나는 

중합-등급(polymerization-grade)의 프로필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접촉 시간은 수초 

정도이며 여기서 프로필렌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1회-통과(once-through) 흐름이 

사용된다. 이때 발열 반응이 나타나므로 냉각수

를 계속 공급하여 열을 제거해야 한다. 반응기에

서 발생하는 고온 혼합가스는 급랭공정에서 냉각

이 이루어지며, 미반응 암모니아는 황산과 중화

반응에 의하여 제거된다.

회수공정에서는 혼합가스가 물과 접촉하여 AN, 

HCN과 MeCN 등은 물에 흡수된 후 증류탑에

서 AN과 HCN 혼합물 및 MeCN으로 분별 증류

된다. 흡수되지 않은 불활성가스는 소각기로 이

송되어 소각처리 된다. 정제공정에서 AN과 HCN

을 분리한 후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면 최종적으

로 순도 99.5% 이상 AN 제품을 얻을 수 있다. 

AN은 반응성이 매우 풍부하여 여러 용도로 쓰인

다. 과거에는 섬유용이 대부분이었으나 근래 ABS

와 AS 수지 등 비섬유용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다. 

섬유용은 내의, 담요, 스웨터, 양복 등 제조의 목

적으로, 비섬유용은 합성고무, 컬러 TV나 전화기

를 만드는 ABS 및 AS 수지, NBR, 기타 접착제, 

의약품, 염료, 가소제, 살충제, 도료, 산화방지제, 

토양 개량제 등 제조에 사용된다.

(1) 기술도입기

① 동서 출범 및 No.1 AN 공장 건설

동서는 충주비료와 미국 스켈리 오일 컴퍼니

(Skelly Oil Company)가 연간 생산량 2만 7,000톤 

규모의 AN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합작 투자 계

약 체결 후 1969년 9월 설립되었다. 동시에 미국 

프로스펙트 인터내셔널(Prospect International)과 

소하이오 제조기술 도입 기술 협약을 체결하였고 

1970년 10월 울산에 착공하였다. 동서는 사장 김

필상의 주도로 건설 회사 미국 프로콘(Procon), 

건설 관리 회사 스켈리(Skelly)와의 유기적 협조 

아래 1972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개시하였

다. 공장 가동에 대비하여 1971년 6월과 9월 2차

례에 걸쳐 간부급 15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 훈

련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약 10주에 걸쳐 미국 각

지 AN 공장, 계기 훈련소와 기기 제작소에서 조

업에 필요한 제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추후 충원될 기술자들의 교육 훈련과 안정적인 

공장 조업 유지에 공헌하도록 하였다.

1972년 7월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10월부터 정상 가동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동

서는 국내 최초로 아크릴 합성섬유의 원료를 생

산하는 석유화학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

다. 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수입에 의존해 오던 

AN을 수요자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연간 약 900만 달러의 외화 절감과 200

여 명의 고용창출을 거둘 수 있었다. 공장 시설 

확충을 통하여 아크릴 섬유만 아니라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등의 원재료로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물 HCN을 활용하여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등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② No.2 AN 공장 건설

1973년 10월 충주비료가 철수하고 한일합섬이 

주식을 전량 인수함으로써 동서는 민간 기업으

로 전환되었다. 1975년 12월 일본 아사히카세

이가 스켈리의 소유 주식을 모두 매수함으로써 

동서는 한·미 합작에서 한·일 합작 투자 기업

으로 탈바꿈하였다. AN 국내 수요는 1차 석유

파동 이후 정부의 지속적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내수와 수출이 동시 증가하였

다. No.1 AN 공장 완공 당시 이미 국내 수요

가 설계능력을 상회한 2만 8,000여 톤에 달하였

으며, 1976년 약 10만 톤을 돌파하여 연평균 약 

38% 수준으로 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지속적인 

판매 호조를 기록하였다. 이는 No.2 AN 공장

을 건설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동서는 국가 중요 산업의 타국 예속 탈피라는 지

상과제 아래 중화학 공업 입국을 추진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였다. 생활필수품과 우리나

라 수출의 대종 품목인 화학섬유의 기초원료를 

국내에서 대부분 조달하기 위하여 연간 생산량 5

만 톤 규모의 No.2 AN 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

였다. 제조공정은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소하

이오 공정이었으나 소하이오가 새로 개발한 최

신 공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AN 공장에 대한 설

계 경험이 풍부한 일본 니가타 엔지니어링(Niigata 

Engineering)에 기본 및 상세설계를 일임하여 공

장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No.2 AN 공장은 1976

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1978년 11월 완공하였

<그림 3-11> AN 반응식

CH3CH=CH2+NH3+O2 → NC-CH=CH2 + 3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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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동서는 연간 생산량 7만 7,000톤 규모

의 AN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No.2 AN 

공장 가동 직후 1979년 매출액은 약 345억 원으

로 이는 전년도 매출액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또한 연간 3,0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 

약 7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고, 연관 산업 

발전 촉진은 물론 공장 건설 과정에서 숙련된 기

술진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후 동서는 제2차 석유파동과 급격한 재정수지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경쟁사 태광산

업의 출현으로 공급자 시장이었던 국내 AN 시장

이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기존 공장시

설을 디보틀넥킹하여 생산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아사히카세이의 기술지원

으로 1996년 공사에 착수하였고, 1996년 10월 완

료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서의 AN 생산능력은 연

산 7만 7,000톤에서 13만 톤으로 늘어났고, 이는 

회사 창립 당시에 비하여 5배 증가한 규모였다.

(2) 기술체화기 : 국산화율 제고(설계 및 장치)

① 종합 환경대책 사업 및 폐액처리 합리화 사업 추진

동서가 창립된 1960년 당시만 해도 정부의 경제 

개발 우선 정책과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각 사업

장에서 환경관리는 거의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공해의 심각성도 잘 인식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울산과 여수에 석유

화학 공장들이 설립되고 이로 인한 백야 현상 등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

식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1980년 환경영향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였고, 1990년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본격

적인 규제강화 조치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동서는 공정에서 배출된 폐액과 폐가스를 

고온 소각기에서 소각처리하거나 공정오니를 외

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였다. 하지만 정부

의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을 펼치고자 1998년 2월 동서는 시간당 4톤 규모

의 폐액소각시설을 마련하였다. 폐액소각기는 고

온소각(약 1,000℃)에 의한 열분해로 폐액을 처리

하고, 2단 스크러버(scrubber)를 이용하여 배기가

스를 포집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자체 처리 방법

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원가 절감 및 환경규제 

만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동서는 이어서 폐액처리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였

다. 기존 AN 공장 폐수를 전량 유안 공장으로 이

송하여 농축·결정공정에서 유안을 회수한 후 증

발된 폐가스를 고온소각기에서 처리하였다. 동서

는 사용되는 연료와 증기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2000년 8월 폐수 증류탑과 생물화학적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였다. 그 결과 AN 공장 

폐수와 유안 공장 폐가스의 대부분을 생물화학

적 처리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가능해졌으

며, 폐수 증류탑에서 발생한 열원을 AN 공장에 

재사용함으로써 증기 절감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

을 수 있었다.

② No.3 AN 공장 건설

1998년 5월 동서의 50% 주주로 참여하고 있던 아

사히카세이는 한일합섬의 50% 지분을 인수하여 

100% 주주가 되었다. 2000년 11월 아세히카세이

가 AN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유지하

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연간 생산량 20만 톤 규

모 AN 공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서를 적

정 입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

터 No.3 AN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2003년 4월 공사가 완료되면서 동서는 연간 생산

량 27만 톤 규모의 국내 최대 AN 생산능력을 갖

추게 되었다.

프로필렌과 암모니아, 공기를 반응시켜 AN을 생

산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공장과 동일하나 No.1 

및 No.2 AN 공장 가동 경험을 통하여 집약된 에

너지 절약형 기술이 상당 부분 적용되었다. 아사

히카세이의 고효율 촉매를 적용함으로써 AN 수

율도 기존 공장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기존 

공장은 공장 설계와 대다수 장치 제작을 일본 엔

지니어링 회사에 일임하였지만, No.3 AN 공장은 

설계는 국내 업체 대림산업에서 수행하였고, 장치

는 국산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공장 건설 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였다.

한편 동서는 기존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폐가스 소각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친환경 연료 

LNG를 사용하는 폐가스 및 폐액 소각기를 각각 

1기씩 신규 설치하였다. 또한 생물화학적 폐수처

리시설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발

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No.3 AN 공장 가동 

후 2004년 매출액은 3,68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0억 원대를 기록하였다. No.3 AN 

공장은 생산능력 증대를 위하여 2006년과 2010년 

각각 두 차례 디보틀넥킹을 실시하였다. 기존 공

장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레이 일부를 고성

능으로 교체하고, 재비등기(reboiler)와 열교환기를 

추가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였다. 이로써 연간 생

산능력을 24만 5,000톤까지 확대하여 AN 생산능

력은 연간 31만 5,000톤이 되었다.

(3) 기술선도전환기 : 국산 기술의 고급화

① No.4 AN 공장 건설

2011년 1월 동서는 No.4 AN 공장 건설을 결정하

였다. 당시 아크릴 섬유 시장의 수요는 정체된 반

면 ABS와 기타 수요는 성장이 예상되었다. 하지

만 2011년 하반기 이후 타사의 대규모 신증설 계

획이 없어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아사히카세이는 AN 시장 영향

력과 지배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연간 생산능

력 24만 5,000톤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2011년 6월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13년 1월부

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No.4 AN 공장은 No.3 AN 공장과 동일한 설계사

양으로 건설되었으나, 동서의 10년간의 No.3 AN 

공장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기술이 

추가로 적용되었다. 이로써 운전성과 생산성이 향

상되었다. No.3 AN 공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엔지니어링과 장치 제작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운

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써 동서의 연

간 AN 생산능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

모인 56만 톤을 확보하게 되었다

No.4 AN 공장의 건설과 함께 신설된 생물화학

적 폐수처리시설에는 신기술이 적용되었다. 날코

(NALCO)에서 개발한 기술에 미생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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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처리방법은 기존 No.2·3 AN 공장 폐수처리

시설과 동일하였다. 동서는 여기에 역삼투기술을 

적용한 오염물질 제거시설과 양이온 교환수지탑

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였다. NO.4 AN 

공장 완공으로 동서는 규모 경쟁력과 기술 경쟁

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매출 1조 원

과 수출 7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종합화학 회사로 

발돋움하였다. NO.4 AN 공장 건설을 성공적으

로 주도한 홍안표 사장은 제8회 화학산업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4) 기술선도기

① 프로판법 실증화 성공

2006년은 AN 제조공정에 있어 도입과 모방에서 

기술선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기였다. 종래 소

하이오 공법은 프로필렌, 암모니아와 공기를 반응

시켜 AN을 제조하는 방식이었으나, 아사히카세이

가 프로필렌 대신 저렴한 프로판을 이용하여 AN

을 제조할 수 있는 프로판법의 개발에 성공하였

기 때문이다.

②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과 수출

이 기술의 실증화를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동서 

No.2 AN 공장 개조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 12

월 준공 후 3년간 실증화 운전을 수행한 결과 기

존 공장과 동일한 품질의 AN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서가 AN 제조공정의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이 기술을 태국 

PTTAC 공장에 수출·적용하여 상업운전에 성공

함으로써 다양한 원료 활용을 통한 경제성 확보

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나. 태광산업

1967년부터 시작한 태광산업의 아크릴 섬유 사

업은 원료 AN의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

는 등 원료 수급의 리스크를 동반해왔다. 1990년

대 초 전 세계적으로 화학섬유 대량 증설로 원료

가격이 치솟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아크릴 섬유 원료 생산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AN 공장 설립을 추진하였

다. 태광산업은 기술 확보를 위하여 BP케미컬(B.P 

Chemical), 아사히(Asahi)와 몬산토(Monsanto) 등

의 기술 도입선을 접촉하였고 상공부로부터 기술

도입 허가를 받았다. 당시 국내에서는 동서석유화

학이 유일하게 아사히 공법으로 AN을 생산하고 

있었다. 태광산업은 기술이전 후 라이선스 지분

을 요구하지 않는 미국의 몬산토사를 기술도입선

으로 결정하고 1994년 10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하였다.

1994년 12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몬산토공장에

서 태광산업, 몬산토, 기본설계를 맡은 스남프로

게티(Snamprogetti)와 킥오프 미팅이 열렸다. 이 회

의에서는 AN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유안용액 처

리를 위한 황산 제조공정 도입과 AN의 원료 프

로필렌(propylene)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프로필렌 

공장의 추가 건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로써 

태광산업은 원료 프로필렌과 부산물 청화소다, 

황산암모늄과 아세토니트릴에 이르는 사업 확장

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95년 12월 착공한 AN 공장은 1997년 3월 완공

되어 그 해 4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가동 초

기 연간 25만 톤 생산하면서 유안용액 중 미세

한 분진성분 등에 의하여 황산공장이 십여 차례 

정지되는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AN 공정팀은 

분진성분을 제거하는 공법 연구에 착수하였고, 

1997년 10월 습식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음극 금속선에서 분진에 전하를 주어 양극에 부

착시킨 뒤 물로 세척하는 방식이었다. 태광산업은 

새로운 기술 적용에 부담은 있었으나 국내 최초

로 석유화학 공장 공정 내 습식 전기집진기를 도

입하여 실용화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2007년에는 고순도 AN 시장 진입을 위하여 해

외 기술선과의 협의를 거친 끝에 특수 이온교환

수지를 통한 정제기술을 확보하여 AN 내 불순물

인 옥사졸(Oxazole)과 아크롤레인(Acrolein)이 제거

된 고순도의 AN을 생산하여 연산 2만 톤 생산을 

시작으로 2011년 추가설비 구축하고, 2016년 연

산 4만 톤의 고순도 AN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2009년에는 운전 방법 개선을 통하여 초기 연산 

25만 톤 공장을 연산 29만 톤 규모로 증대시켰는

데 그 중 가장 성과가 컸던 공법이 O2-rich 운전

이었다. 산소가스를 추가 투입하면 반응기 내 프

로필렌과 암모니아를 추가 투입할 수 있어서 증산

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증산에 따른 원

재료 투입량 증가에 의한 반응열 제거에 어려움

이 있었고, 반응온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냉각관

에 여유가 없었다.

이에 따라 수년에 걸쳐 냉각관을 98pass에서 

128pass로 증가시키는 개조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를 통하여 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AN 증산에 따른 정제 섹션의 운전 여유를 확보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O2-rich 운전은 산

소배관 내 유기물이 있을 경우 산화되어 폭발 사

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오일이 있는 계기와 밸

브를 사용할 경우에 배관 내 폭발 위험이 커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엔지니어와 작업자

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으로 사고 없이 안정적으

로 가동을 할 수 있었다. 태광산업의 AN 생산은 

국내 수요의 자급자족을 이룸으로써 연간 3,000

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내고 있다.

3.4.4 카프로락탐

가. 카프로

카프로는 나일론 섬유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재료 카프로락탐(Caprolactam)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회사이다. 카프로는 한국의 석

유화학 산업이 본격 시작되던 1969년 국영 기업

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카프로락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카프로락탐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하

여 1969년 한국카프로락탐을 설립하였다. 한국카

프로락탐은 2001년 ‘카프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카프로락팀 생산은 타제품 대비 복잡한 제조공정

과 고도의 운전기술이 요구되어 당시 국내 기술

력으로 어려운 도전이었으나, 카프로는 1974년 연

산 3만 3,000톤의 제1공장 가동에 성공하였고, 15

년 뒤 1989년 동일 규모의 제2공장 가동을 성공

적으로 완수하였다. 또한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

으로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하여 제1, 2공장 생

산규모를 각각 연산 6만 톤으로 2배 가까이 증대

하여 한국 석유화학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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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연산 15만 톤 제3공

장은 주요 공정의 대부분을 자체 기술로 설계·가

동함으로써 생산규모를 27만 톤까지 확장하였다. 

동시에 독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바스프나 파이브란트(Fibrant, 구 DSM) 

등 세계 유수의 카프로락탐 제조 회사들과 어깨

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카프로

는 설립 이래 국내 카프로락탐 수요의 90% 이상

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나일론 산업 발전에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기술도입기 : 한국카프로락탐 설립과 제1공장 건설

카프로락탐은 섬유 업계의 대표적 소재로 이용되

고 있는 나일론 제조 원료이다. 1960년대 말부터 

나일론의 국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카프로락탐

의 수요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나 당시로서

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정부는 

공업 입국에 의한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근대 

공업의 핵심 분야인 석유화학 공업 종합화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카프로락탐 사업을 포함한 

석유화학계열 공장 건설을 본격화하였다.

1969년 12월 정부는 국영 기업으로서 한국카프

로락탐(현 카프로)을 창립하였다. 초기 투자비의 

70%에 상당하는 자금을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차관으로 조성하여 제1공장을 건설하였다. 국

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 회사를 건설함으로써 

한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카프로락탐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카프로락탐

은 외화를 절약하고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여 

경제성장과 수출 증대에 공헌하였으며, 국민의 의

류 생활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었다. 

당시 카프로락탐 제조에 사용되는 11개 공정은 

BASF 공정, DSM (Stamicarbon) 공정, Inventa 공

정, Bayer 공정, Toray 공정, Allied Chemical 공정, 

SNIA Viscosa 공정, Vickers Zimmer 공정, Union 

Carbide 공정, DSM 신공정 및 붕산산화제조 공정

이었다. ADB자문용역단은 카프로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조기술로 BASF 공정, DSM 공정과 

Inventa 공정 등 세 가지를 추천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Allied Chemical 공정, Vickers 

Zimmer 공정과 Union Carbide 공정은 사이클로헥

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Bayer 공

정은 사이클로헥산을 원료로 하는 공정특허 실시

가 안 되어 있었으며, Toray 공정은 다량의 전력이 

소요되어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Vickers Zimmer 

공정은 공산 국가에 특허를 제공한 실적밖에 없

었으므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해외 기술훈련 등이 

불가능하였다. DSM 신공정과 Inventa 공정은 공

업화 실적과 상업화 보장이 없었고, 붕산산화제

조 공정은 운전상 어려움과 많은 열량 부하 및 대

규모 탈수소 공장을 필요로 하는 등 기술적인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카프로와 ADB자문용역단은 1차 선정

된 3개 공정을 대상으로 입찰자의 제시 조건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DSM 공정을 선정하

였다. 그리고 상세설계와 건설 및 관리는 일본 지

요다를, 토목 및 건축공사 시공사로는 현대건설, 

대한통운, 한국공업공사와 한국콘베어 등을 선

정하였다. 한국카프로락탐이 설립될 당시는 카프

로락탐은 매우 생소한 분야였다. 당시는 카프로락

탐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한 사람이 없었

기 때문에,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던 충주비료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주축

이 되어 초기 기반을 다져나갔다.12)

1972년 9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카프로락탐

공장 착공식을 시작하여 1년 6개월 뒤 1974년 2월 

카프로락탐 제1공장이 준공되었다. 생산능력은 카

프로락탐 연산 3만 3,000톤과 부산물 황산암모늄 

연간 14만 1,900톤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카프로락탐 생산국

이 되었다.

카프로락탐은 다른 석유화학제품에 비하여 단위

별 공정이 복잡하여 건설, 유지와 보수가 까다로

웠다. 각 단위별 공장을 건설하는 데 시행착오가 

많았고, 예상치 않은 어려움도 겪었다. 더욱이 지

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기술 공여선이 아

니기에 해결책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결국 카프로 직원들끼리 며칠간 밤을 새

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베스틸의 스크루 압축기를 들 

수 있다. 스크루 압축기 내부의 회전체 마모로 문

제가 발생하여 지요다뿐만 아니라 제조사 기술진

까지 초빙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간 노력 끝에 일천 분의 몇 밀리미터 정도의 

미세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내고 수정하

여 시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카프로는 1974년 2월 제1공장 준공식을 마치고 

그해 6월 상업생산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시

운전의 어려움을 자체 기술로 극복하였던 카프

로는 제품의 생산력 증대와 단위공장별 생산능

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우

선 각 단위공장별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설계보다 

생산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지속적 노력과 예

방 정비를 통하여 연차보수 기간을 단축하여 조

업일수를 늘릴 수 있었다. 1970년대 후반기 카프

로락탐 생산량을 살펴보면 카프로가 1974년 공

장 건설 이후 정상 가동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

였는지를 알 수 있다. 공장 가동 첫해 1974년 가

동일 160일, 카프로락탐 1만 1,838톤 생산하던 것

을, 공장가동 3년 만에 공장 설계 시의 생산능력 

3만 4,000톤을 달성하고, 부하율 106%를 기록하

였다. 1977년 3만 9,000톤, 1978년부터 1980년까

지는 연속으로 4만 톤 이상을 생산하여 부하율 

115~120%를 기록하였다.

(2) 기술체화기 : 국내 기술로 제2공장 건설

1980년 초반에 원유의 공식 판매가격은 배럴당 

34달러였으며 한때 현물시장 가격이 배럴당 40달

러 선을 육박한 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의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비 비중이 전체 생산비 85% 

이상을 차지하는 부담을 안았다. 그런데 1980년

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저유가 시대가 열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15달러 선으로 안정되었다. 유

가 하락과 함께 달러의 평가절하와 국제 금리 하

락에 힘입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석유화학 산업이 활성화되던 1980년대 후반기에 

카프로도 제2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카프
12) 회사 설립 초기 최장호 부장, 이훈택 부장, 김광옥 과장, 한영철·

 김명중 계장, 김호사·고윤석·박병철 등이 엔지니어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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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락탐의 세계 수요는 1984년부터 급속도로 늘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원료의 안정 공급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수급면에서 

가장 변동이 심한 아시아지역에 1988년 기존 메이

커들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 15만 톤 

생산량의 증설공사를 완료하였다. 1989년 나일론 

생산설비 증설로 새로운 수요가 57만 톤이나 늘

어나 카프로락탐의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

였다.

이에 따라 1990년 말 카프로락탐 세계 생산능력 

약 320만 톤 대비 실제 생산량 301만 톤을 기록함

으로써 약 94%의 높은 조업률을 나타내기도 하

였다.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들은 카프로락탐을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카프로락탐 자급도가 1984년 27% 

수준으로 카프로락탐 공장 증설이 시급하게 요구

되었다. 이러한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카프로는 

창립 15주년인 1985년 4월 제2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카프로락탐 공장 확장 사업을 확정하

였다. 제2공장의 연간 카프로락탐 생산능력은 기

존 공장과 동일한 3만 3,000톤으로 정하였으나 실

제 기대 생산량은 4만 톤으로 올려 잡았다. 그리

고 기존 공장과 동일한 공정을 선택하되 그동안 

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약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원가 절감은 물론 기계장치 구입비 및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제2공장 증설을 추진하기 위한 확장사업부는 사

업관리팀, 설계팀, 계약팀과 건설팀으로 구성되었

다.13) 1986년 3월 제2공장 주 시설 설계와 구매 협

조 용역 업체로 대림엔지니어링을 선정하였고, 일

본 지요다화공건설을 대림의 하도급 계약자로 결

정하였다. 건설 계약 착수 약 2년 8개월 후인 1988

년 11월경 시운전을 개시하였고, 상업생산에 돌

입하였다.

카프로의 제2공장 건설은 국내 석유화학 기술

과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국내 기술

진에 의하여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국내 석유화

학 기술을 한층 끌어올렸다. 국내 기술진을 중심

으로 설계부터 건설공사까지 이루어 냄으로써 한

국의 석유화학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둘

째,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카프로락탐 국내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해서 그 만큼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2공장 건설계획을 수립

하기 전 1984년 국내 카프로락탐 수요 15만 톤 중 

국내 생산은 4만 1,000톤, 수입은 10만 9,000톤이

었다. 제2공장이 건설되면서 한국 카프로락탐 연

간 생산능력은 6만 6,000톤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공정 개선 등의 증산을 통하여 10만 톤 이상으로 

증대하였다. 셋째, 제2공장 가동으로 나일론 원

료 카프로락탐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

써 국내 섬유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1공장이 

가동된 1975년 국내 나일론 산업에 필요한 카프

로락탐은 7만 5,000여 톤이었으며, 제2공장 건설

계획이 추진되기 전년의 1984년 카프로락탐 수요

는 14만 9,000여 톤이었다.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

는 카프로락탐의 국내 수요는 섬유 산업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부족한 원료 공급을 위한 제

2공장 건설은 나일론 산업 발전에 고무적이었다.

(3) 기술선도전환기 : 증산 체제 구축과 현대화

공장의 정상 가동을 시작한 첫해인 1989년의 카

프로락탐 생산은 8만 2,839톤, 이듬해 1990년 8만 

2,977톤으로 138톤이 증가한 데 비하여, 국내 총 

수요는 1989년 21만 1,611톤에서 이듬해 1990년 

24만 1,143톤으로 약 3만 톤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은 국내 수요의 증가는 더 많은 카프로락탐 생산 

요구로 이어졌고, 효성그룹과 코오롱그룹에서 카

프로락탐 공장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카프로는 제2공장 증설 투자비 차입 원리금 상

환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장을 개조

(revamping)하여 적은 투자비로 카프로락탐을 증

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당시 카프로락탐 생산 부하율은 제1공장은 공정 

개선을 통하여 1990년 연평균 121%를 유지하고 

있었고, 제2공장은 제1공장 가동 경험을 바탕으로 

가동 초기 1990년 120%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여건하에서 카프로는 1991년 당시 획기적일 수

밖에 없는 연산 10만 톤 생산을 목표로 개조 작업

을 시작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카프

로락탐 생산 연평균 부하율이 제1, 2공장 각각에

서 적어도 140%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였다. 또한 

하절기 대기온도 상승으로 부하율을 높게 유지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계절에는 이보다 

더 높은 부하율이 유지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목표 부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단위

공장의 병목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련 대

책을 비롯하여 냉각수, 환경, 안전, 유틸리티와 

원재료 수급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

다. 고부하 유지 시 문제점 및 대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제2공장 고부하 시험

운전을 실시하여 우선 시급한 병목현상을 파악하

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부공장

장을 필두로 한 증산대책회의를 수시로 소집 운

영하며 개선해 나갔다.

제2공장 시험운전 실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

균 부하율을 140%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절기 부하가 동절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하이암 공장

에 암모니아 보조응축기를 설치하였고, 고부하 시

에 암모니아 연소기 연소용 공기송풍기 용량 부

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 공기송풍기를 설치하

였다. 제2공장 락탐공장의 전위공정 냉각기의 냉

각용량 부족의 해결을 위하여 전위공정 보조냉각

기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정 개선 작업

으로 1992년 카프로락탐 생산실적은 9만 7,131톤

으로 전년 대비 8,300톤 증산하였다. 이후 지속적

인 노력과 추진으로 증산 체제 구축을 추진한 지 

3년 만인 1993년, 카프로는 연간 10만 톤 생산량

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

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가 관건이었다. 카프

로는 제2공장 건설과 더불어 꾸준한 설비 교체를 

통하여 설비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이룩해 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카프로는 원가 절감, 공정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에 의한 생산 극대화를 위

하여 자동 분산 제어시설(DCS)로 교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안정적 공장 운전 이외 운전인원 운

영 측면에서도 원가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다. 제1공장 건설 시 설립된 발연황산 공장은 

부식에 따른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단점이 있

었다. 용량 면에서도 공정상 외부 구입이 어려운 

아황산가스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연간 카프로

13) 당시 확장 사업 본부장은 정명조 상무이사, 사업관리팀장은 김명중 

 부장, 설계팀장은 권경덕 부장, 계약팀장은 서명석 부장, 건설팀장은 

 김봉열 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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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탐 생산 부하율은 153%인데, 발연황산공장 부

하는 116%로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카프

로는 노후시설 대체에 의한 안정운전기반 마련

과 카프로락탐 증산을 위하여 아황산가스와 발

연황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고 1997년 5월 착공, 

2000년 1월 시운전과 상업생산에 성공하였다. 이

를 통하여 카프로는 제1공장과 2공장에 필요한 

황산을 자급자족하여 경제성을 제고하였고, 잉여 

황산 판매가 가능하여 회사 수익도 증대하였다.

카프로락탐의 원재료로 쓰이는 사이클로헥산은 

1997년 기준 연 약 11만 5,000톤이 사용되고 있었

는데, 국내 유일 공급 업체인 SK에서 전량 구입할 

수밖에 없어 가격 측면에서 불리하였다. 벤젠을 

구입하여 직접 사이클로헥산을 제조할 경우 수요

자와 공급자가 다수이므로 원재료 구입의 경제성

이 있었다. 제조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작은 공

간을 이용하고, 기존 공장의 유틸리티와 부대시

설을 공유함으로써 건설 투자비를 적게 들일 수 

있었다. 카프로는 2000년 연산 12만 톤 규모의 사

이클로헥산 공장을 건설하여 원료의 자급자족과 

동시에 연간 7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거두어 가

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4) 기술선도기 : 제3공장 건설과 생산기술의 고도화

세계 카프로락탐의 수요는 2000년 374만 톤에 육

박하였으나 생산은 370만 톤으로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국내 카프로락탐의 수요는 

36만 톤에 이르고 있어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

에 이어 상위 소비국이었으나, 카프로가 11만 톤

의 공급을 감당함에 따라 24만 톤의 카프로락탐

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가 지속

되었다. 당시 카프로락탐의 국제적 수요는 섬유였

는데 연간 1~2%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전기, 자동차 부품과 식

품 포장재 등의 필름으로 사용되는 나일론수지의 

수요는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5%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연간 약 7만 톤의 추가 수요를 나타냈다.

하지만 카프로락탐 단위공장 생산량이 5~12만 

톤에 불과하다는 점, 사업 시작에서 생산까지 약 

3년 시간이 걸린다는 점, 당시 전 세계에서 증설 

및 신설 계획이 있는 사업이 극소수였음을 감안

하였을 때, 향후 큰 부족 현상이 예견되었다. 카

프로락탐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타 석유화학제품

에 비하여 많이 들고 복잡한 공정과 기술들이 조

합되어 신규 사업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카프로는 30여 년간에 걸쳐 카프로락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건실한 재무구조

를 확보하고 있고 기존 공장과 연계하여 공장 구

성을 최적화할 수 있고, 운전과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한 그간 공정 개선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원가 구조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카프로락

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갖추고 

있었다. 카프로는 국내 나일론 등 하위 산업에 안

정된 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입에 따른 부대

비를 경감시켜 외화 유출 방지 및 외화 획득 효

과를 위하여 제3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카프로는 당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모 중 가장 

큰 연산 12만 톤의 증설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미 개량·발전시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가가 낮고 가격의 유동

성이 큰 유안비료의 부생(副生)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최신 개량되고 

상업적으로 증명된 우베(UBE)의 HPO 공정을 채

택하였다. 기존 공장의 재편성에 따라 확보된 1만 

3,000평(4만 2,975m2)의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공

장과 인접한 위치에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를 절감

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였다. 제3 카프로락탐 공

장 증설을 위하여 증설사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증설사업본부는 사업관리팀, 설계팀과 건설팀

으로 구성되었다.14) 2002년 제3공장 건설을 시작

하여 2004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완공하였으며, 

2005년부터 전년 대비 약 247% 증가한 카프로락

탐 25만 9,000톤과 69만 4,000톤의 유안비료를 생

산하였다. 카프로는 제품 다변화를 통한 신규 수

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신제품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카프로가 최초로 연구개발한 제품은 메코(MEKO 

- Methyl Ethyl Ketoxime)이다. 메코는 주로 유성도

료의 표면응결 방지제와 실리콘 실란트(sealant)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카프로는 카프로락탐 

제조의 중간물질 하이드록실아민을 원료로 제조

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하였

다. 2007년 메코의 국내 수요는 2,600톤 규모였으

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다. 이에 따라 카프로는 

2007년 연산 1,000톤 규모의 메코 제조시설을 건

설, 상업가동에 성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

였다. 카프로는 제3공장 건설 후 꾸준한 공정 개

선을 통하여 2011년 27만 톤의 카프로락탐 생산에 

성공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5위권 내의 생산규모

를 확보하였다.

카프로는 생산규모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제3공장 건설 이후 생

산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원재료와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은 

일본, 중국 및 아시아권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하

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2012년 이후 중국의 대

규모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세계 경기 부진

으로 카프로락탐 산업의 동반 부진이 장기간 지

속되었다. 카프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하여 공정 개선과 비용 축소 등 생산원가 절감에 

나섰다. 그 결과 카프로의 원가 경쟁력은 전 세계 

50여 개 생산라인 중에서 상위 30% 내로 상승하

였고 셰일가스(shale gas)와 천연가스 등 저가 원재

료를 사용함으로써 북미와 동유럽의 경쟁 업체와

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카프로의 카프로락탐은 나일론 섬유의 고속

방사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고품질 제품으로 저

품질 대비 톤당 50~100달러로 고가이다. 전 세

계 10여 개 업체만 생산이 가능하고 유동량은 연

간 45만 톤으로 한정되어 있어 카프로의 경쟁력

을 격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고품질 제품 생산

에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한 카프로는 해외 시장

을 적극 공략하여 DSM 및 BASF 등 세계 1, 2위 

기업의 생산시설을 폐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이로써 2012년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 온 공급과잉

을 종식시키고 수급 개선을 유도하였다. 유럽 및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입

지를 확립하여 세계 교역 구도 재편에 주요한 역

14) 당시 증설 사업 본부장은 박승언(전 카프로 사장) 상무이사가, 사업관리 

 팀장은 권춘택 팀장, 설계팀장은 주필은 팀장, 건설팀장은 배기현 팀장 

 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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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였고,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였

다. 카프로는 이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원가절감

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

보하며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선도적 기업으로 활

약할 것이 전망된다.

3.5 합성수지

3.5.1 범용 폴리올레핀(Polyolefine)

가. 롯데케미칼

(1) 기술도입기

2차 오일쇼크는 연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한국 경제를 단숨에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1980

년의 경제성장률은 –1.5%대로 떨어졌다. 롯데케

미칼의 가동률은 60%, 영업이익률은 –7%까지 

떨어졌다. 롯데케미칼은 생존을 위한 전사적 에너

지 절감 혁신 운동에 나섰다. 당시 직원들이15) 머

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낸 결과 VVVF를 최초 

도입, 열회수교환기 30기 설치와 PE 공정 전환 등 

원가 절감 노력을 해나갔다. 여기에 더하여 1970

년대 설계기준을 1980년대에 맞춰 공장을 전면적

으로 개조하였다. 이후 설계기준 스팀 사용량은 

시간당 120톤에서 40톤으로 65.2% 낮아졌고, 전

력은 28.7%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1982년 유가가 안정되어 롯데케미칼은 완연한 회

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요 수출 품목

은 PP 필름, PP YARN, HDPE 필름과 모노필라

멘트 그레이드(grade)였는데, 품질 면에서 세계적

인 호평을 받았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인 MEG 

수요 증가에 힘입어 HDPE와 PP를 포함하여 1982

년 총 1억 100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11월 일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한편 1983년을 계기로 국내 경기가 살아나면서 석

유화학제품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

나 국내 공급시설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고

가의 수입품을 사용하였다. 정부는 1987년 7월 

허가제였던 공장 신증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업

계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였다. 법 규제가 완화됨

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시설 배가 사업을 본격 추

진해 나갔으며, 이 노력 결과 SPE 공장과 SPP 공

장이 준공되어 HDPE 연산 4만 톤과 PP 연산 2만 

톤을 추가 확보하였다.

1988년 4월 준공한 SPE 공장은 롯데케미칼이 처

음으로 직접 설계한 공장이다. 이 과정에서 펠

렛타이저 스크루(pelletizer screw)가 부러지고, 현

장 맞춤형 드라이어가 조기 교체되는 등 난항

도 있었다. 그렇지만 롯데케미칼 기술진은 CMP 

extruder를 최초 적용하여 공정을 순조롭게 진행

하였다. 이 같은 기술력과 자체 설계를 통하여 

SPE 공장은 이전 HPE 공장 건설비의 50% 수준

으로 완공하여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인증 받았

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기본 기술 회사(basic 

engineering company) 없이 자체 기술로 3PE 공장

을 완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SPP 공장은 연산 6만 톤을 목표로 1984년 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였다. 건설 당시 고활성 촉매 

개발로 탈회과정(deashing)이 필요 없는 2세대 신

공정이 태동하였는데, 합작 파트너사인 미쓰이도

아쓰는 1.5세대 공정에 머물러 있었다. 비록 2세

대 공정보다 기술 열세를 보였지만 합작사의 공정

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고, 미쓰

이도아쓰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이탈리

아 Hitmont의 2세대 공정을 채택하여 건설을 완

료하였다. 이후 Hitmont 공정은 세계 PP 시장의 

절반을 웃돌았고, 미쓰이도아쓰 공정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두 공장 완공으로 롯데케미칼은 연산 HDPE 13

만 톤과 PP 19만 톤 생산능력을 갖춰 공급이 심

각하게 부족하였던 합성수지 시장의 안정에 이바

지하였다. 또 PP와 PE 품질 우수성과 가격 경쟁

력을 크게 끌어올려 국내외 시장에서 우위를 확

보하였다. 두 공장의 준공은 롯데케미칼이 종합

화학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 롯

데케미칼은 범용 수지 생산에서 고부가가치의 복

합수지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나섰다.

① 복합수지 개발

1980년 초 국내 가전과 자동차 업계의 특수용도 

수지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특수용도 수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혀 없어 관

련 업체는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호남

석유화학은 복합수지 제품 국산화를 위한 상품개

발부를 신설하고, 복합수지 개발에 뛰어들었다. 

수년간 기술을 축적한 롯데케미칼은 1981년 10월 

상호화성에 임가공을 주어 포프렌(Popelen) 생산

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복합강화 PP의 국

산화를 이룩하였다.

국산 복합수지 제품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인식부

족으로 수입품 선호 경향이 심하여 판매에 어려

움도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기술 지도와 영

업 활동으로 제품 판매가 점차 증가하였다. 롯데

케미칼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 초기 임가

공 형태로 복합수지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1983

년 초부터는 자체 제조시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

다. 1984년 9월 복합수지 공장을 준공하여 1호기

를 가동하여 복합수지 제품 1,500톤을 생산하였

다. 1985년 11월 2호기를 시작으로 1996년 10월 8

호기까지 준공하여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신

제품 개발과 생산에 앞장섰다.

(2) 기술체화기

1990년대 들어 업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자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

었으나, 중동지역의 신증설 붐과 중국을 중심으

로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또 규모경제 실

현을 위한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었

고, 플랜트의 대형화 및 수직계열화가 급격히 이

출처 : 롯데케미칼

<그림 3-12> HDPE 플라스틱 제품 예시

15) 윤지규 공장장 지휘 아래 여수공장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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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졌다.

1992년 국내 업계 신규 진출 사업자들이 공장 신

증설로 시장은 공급과잉 사태에 빠져들었다. 롯데

케미칼은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원료에서 전년 대

비 18만 톤, NCC 공장과 BTX 공장 생산품은 전

년 대비 64% 증가한 73만 톤을 판매하였으나, 저

가 덤핑 공세와 경영 여건 악화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1993년 NCC 공장 본격 가동으로 기

초유분 제품이 전년 대비 약 250% 판매량 신장을 

달성하였음에도 시장경쟁 과열로 가격이 하락하

여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냈다. 이에 롯데케미칼

은 범용 수지보다 고부가 복합수지와 R&D에 집

중투자 하여 신제품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였다.

① 고부가 복합수지인 초고강성 범퍼 패시아 소재 개발

1990년대 들어 치열한 경쟁에 들어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

의 고품질 욕구에 부응하면서 비용 절감이 가능

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차체 경량화로 연비 

규제에 대응하면서 보다 역동적인 디자인과 높은 

안전성을 구현할 기술이 요구되었다.

국내 최초로 포니 자동차의 스틸 범퍼를 플라스

틱으로 대체한 바 있었던 롯데케미칼은 1993년 

한국화학연구소와 함께 초고강성 5마일 범퍼 패

시아(5mile bumper facia)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였

다. 2년여 연구 끝에 1995년 개발에 성공하여 특

허출원까지 마쳤다. 개발기간에 이미 자동차 업

체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은 롯데케미칼은 1994년 

대우자동차의 씨에로 차종의 범퍼에 패시아 소재

로 고강성 5마일 내충격 제품(E-362S)을 처음 적

용하였다. 이어 티코, 프린스, 그레이스, 포터와 

아벨라 등의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며 롯데케미칼

의 범퍼 제품 신화를 만들어 나갔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도 E-362S에 관심을 보이

며 제품을 수입해갔다. 그 후 최종 개발품으로 출

시된 E-362H가 각 자동차 업체들의 1997년 모델

에 적용되면서 E-362H의 매출은 급상승하였다. 

롯데케미칼은 자동차용 복합수지 소재의 개발을 

통하여 높은 제품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

다. 보다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복합수지 8호기 

공사를 1996년 1월 착수하고 1996년 10월 기계적 

준공을 하여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② 자동차 연료탱크용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연료탱크는 스틸 연료탱크에 비하여 가

볍고 형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 시 스틸 연료탱크와 같은 폭발 현상이 없어 

안전성이 높다. 당시 선진국은 이미 플라스틱 연

료탱크의 개발에 성공하여 판매를 늘려가고 있었

다. 롯데케미칼도 1992년 개발에 착수, 1998년 국

내 최초로 자동차 연료탱크용 HDPE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기존의 촉매 제조기술과 가공기술로는 접근이 매

우 어려워 롯데케미칼은 기존 HDPE보다 강하

고 가공성이 좋은 수지를 만들기 위한 고활성 촉

매 제조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촉매 개발

에 성공하여 시생산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성형

한 제품으로 품질을 입증해야 했다. 자동차 부품

의 경우 내열성, 내화성, 진동시험, 변형시험 및 

충격시험 등의 수십 가지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자동차용 플라스틱 연료탱크의 경우 국내에 

시험인증기관이 없어 유럽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

였다. 유럽 인증기관의 규격인증은 시험기간이 길

고, 과정도 복잡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롯데케미

칼은 일본, 독일과 노르웨이 등 각국을 돌아다니

며 선진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유럽 규격을 통과하였다.

롯데케미칼이 개발한 자동차 연료탱크용 HDPE

는 충격강도, 가솔린 투과도 및 기계적 강도 등 

대부분 물성이 선진국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었

다. 특히 장기 내구성(내환경응력 균열성)은 선진

국 제품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이며, 가공성

도 우수하여 수요 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이 기술로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IR52 장영실상을 1999년 12월 수상하였다. 이 제

품은 대우자동차의 마티즈, 기아자동차의 세피아

Ⅱ와 카니발 등의 차종에 적용되었다. 이후에도 

연산 280만 대 자동차 시장에 널리 적용되면서 

국내 플라스틱 연료탱크 시장의 수입 대체와 해

외 시장 개척의 선도 제품이 되었다.

③ 다층 폴리올레핀계 수액백 개발

수액백으로 널리 사용되던 PVC는 환경호르몬 영

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의료용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

계적으로 수액백의 Non-PVC화가 진행되었다. 

국내는 정부 산업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과제로 

롯데케미칼과 성형 업체 이생이 1999년 5월부터 

원료 및 백(bag) 개발에 착수하였다. 국내에 의료

용기용 성형기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연구였으므로 개발한 원료를 외국에 송부하여 

성형테스트 후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을 반복하

였다. 다양한 재료를 적용하여 최적의 구성을 확

립하였고, 내층용 SB-740D, 중앙층용 SB-845D, 

표면층용 SB-231D 등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양산

에 성공하였다.

의료용 소재의 경우 FDA, 미국약전 및 대한약전 

등의 각국 의료용기용 시험에 합격해야 상용화할 

수 있었다. 2001년 4월 국내 최초 Non-PVC계 수

액용기로 개발된 롯데케미칼 다층 폴리올레핀계 

수액용기 및 수지(SB-740D, SB-845D 등)가 미국 

USP(미국 약전)와 FDA를 통과하여 인증서를 확

보하였고, 수지조성물 및 용기, 튜브 관련 특허로

도 등록되었다.

그동안 다층 폴리올레핀계 수액용기는 일부 선진

국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는 전량을 고가로 

수입해야 하였다. 롯데케미칼이 국산화한 다층 

폴리올레핀계 수액용기는 식품용기, 의약용품 및 

기타 용기 등 다양한 용도로 해외 시장으로도 발

을 넓혔다.

④ 압출코팅 폴리프로필렌 수지 개발

폴리프로필렌 라미네이팅(laminating) 제품은 롯데

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수입품을 대체

출처 : 롯데케미칼

<그림 3-13> 폴리올레핀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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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목이었다. 국내 최초로 Random-PP 열접착 

압출코팅용 수지를 개발하여 제품화(L-670B)하

는 데 성공하였고, 국내 시장에서는 농심라면의 

포장재(L-870C)로 처음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0

년대 들어 대만과 일본에서 개선된 제품이 계속

해서 출시되면서 경쟁 제품이 많아졌다. 롯데케미

칼의 기존 제품은 neck-in16) 바탕이 크고 고속코

팅에서 가공안정성이 떨어져 판매경쟁에서 뒤처

졌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2000년대 기본 폴리프로필렌

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Peroxide와 LDPE의 종류

와 함량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수백 번 반복하

여 SL-670M, SL-670H, L-970 및 L-970H 등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특히 고속 성형성과 열접

착성이 한 단계 높은 L-970 grade, L-970H grade

는 세계 최초로 분당 300개의 속도로 라면 포장

이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압출코팅 제품이라는 기

록을 세웠다. 압출코팅 폴리프로필렌 열접착 수

지는 기존 LDPE 제품 대비 내유성이 뛰어나고 접

착제 없이 BOPP 필름에 라미테이팅(laminating)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내는 주로 라면 포장재 등

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압출코팅 포장재 시장으로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갔다. 롯데케미칼은 2003

년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

지하였으며, 2004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⑤ HCFC용 냉장고 내장재 개발

1989년 1월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냉장고도 냉매 사

용에 규제를 받게 되었다. HCFC-141b라는 새로

운 물질이 기존 냉매를 대체하기는 하였으나, 이 

물질을 사용할 경우 주로 ABS 수지로 되어 있는 

냉장고의 내부 벽면이 깨지는 ‘crack(균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냉장고 내장재로는 화학 반

응에 따른 균열에 잘 견디는 ABS와 PP가 전 세계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롯데케미칼은 ABS 대비 원재료 가격이 낮으나 강

성, 진압공 성형성 및 광택 등이 떨어지는 PP의 

물성 보완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PP 

/ PS alloy(합금) 기술과 다층 시트(sheet) 기술개

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PP / PS alloy 기술개발을 

위하여 롯데케미칼은 1999년 KAIST와 산·학 협

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B-211 등급(grade)을 개

발, 특허를 획득하였다. B-211은 PP의 강성과 PS

의 성형성 및 광택성을 함께 만족하는 우수한 제

품으로 냉장고용 내장재 도어 라이너(door liner)

뿐 아니라 상업용 커피음료 용기에도 적용되었다. 

B-211을 사용함으로써 살균공정에서의 용기 변

형과 불량률이 모두 없어졌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으로 양산 판매되었다.

롯데케미칼은 PP 시트의 성형성, 강성과 표면 광

택을 보강하는 다층 성형 기술도 개발하였다. 

1998~1999년에 걸쳐 성형 업체 이생과 공동으로 

성형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PP 다층 

시트에 적합한 B-213D 그레이드(grade)와 다층 

성형 기술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재료 폐물(scrap) 

재사용 등을 적용하여 대우전자 냉장고의 도어 

라이너 성형에 성공하였다.

⑥ PE-100등급 파이프용 제품 개발

PE-100 등급은 기존 PE-80 등급의 제품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당시 생산되는 PE 파이프용 제

품 중 최고 등급을 의미하였다. 20℃에서 원주응

력 10MPa 상태에서 50년 이상 사용을 보증하는 

PE 파이프 수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이 이에 해당

하였다. 1999년 말 롯데케미칼은 상온과 고온에

서 단기 내압 시험, 물성 측정 등 실험을 거친 후  

PE-100 등급용 수지 8000M을 개발하였다. 2000

년 4월 국제 공인 시험기관인 스웨덴의 보디코트 

폴리머(Bodycote Polymer)에 시험을 의뢰, 2001년 

10월 PE-100 등급을 공식 인정받았다. 8000M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PE-100 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지만 경쟁사 제품에 비하여 우수한 물성을 

가졌다.

롯데케미칼은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유럽산 제

품과 한국산 제품이 경합하고 있는 남미시장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였다. 이후 세계적으로 블랙 

컴파운드 제품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롯

데케미칼도 카본블랙 컴파운드 제품을 개발하였

다. 적절한 카본블랙 선택, 카본블랙 마스터 배치 

개발, 연구소 컴파운드 제품 실험 및 양산 테스트 

등을 반복하면서 가장 우수한 구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3년 8월 롯데케미칼은 보디코

트 폴리머에 의뢰하여 8000M의 블랙 컴파운드품 

8000MB의 PE-100 등급 인증을 획득하였다.

⑦ PE 촉매 완전 자급화 성공

롯데케미칼은 1985년 건축자재로 쓰이던 온수온

돌 파이프 소재 8100MX 그레이드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온수온돌형 동 파이프를 플라스틱 

파이프로 대체에 성공하였다. 1992년 LG화학의 

신제품 개발로 8100MX는 경쟁 우위를 잃었다. 

롯데케미칼은 1994년 말 촉매 합성 전용설비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 중이던 HDC 촉매(파우더 입

도조절이 가능한 PE 중합용 촉매)로 입도를 개선

시켜 1995년 신제품 8100GX를 출시하였다. 이로

써 촉매 대체에 따른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 및 

품질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신촉매 합성기술과 

촉매 양산 설비공정 설계기술을 확보하였다.

롯데케미칼은 8100GX 개발에 활용된 촉매, 1990

년 HLC 촉매, 1995년 HDC 촉매와 2001년 HYC 

촉매를 지속 개발함으로써 PE 제품 촉매의 양산

화에 성공하였다. 촉매 개발은 시간과 노력이 많

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면 회사의 지

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 또한 촉매를 개발하더라

도 제품 품질이 불안정할 수 있어 개발한 촉매

의 특성에 따라 공장의 운전조건도 함께 변경해

야 했기 때문에 즉시 공장에 적용할 수도 없다. 

롯데케미칼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입 촉출처 : 롯데케미칼

<그림 3-14> PE-100 파이프

16) 바탕이 되는 모재에 엷은 수지 막을 코팅 시 수지 막의 폭이 줄어드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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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능가하는 우수한 촉매를 생산할 수 있었다. 

고활성, 우수한 공중합 특성과 균일한 입도 분포 

제어 특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갖춘 롯데케미칼의 

HDC와 HYC 촉매는 각각의 PE 등급에 맞게 적

용되면서 수입 촉매를 완전히 대체하였다. 2003년 

2월 촉매 제조설비의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함에 

따라 PE 촉매의 완전자급화를 이루었다.

(3) 기술선도전환기

롯데케미칼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중장기 비전 프로젝트 ‘VITAL 21’을 추진하였다. 

그 중 3PP 프로젝트는 1990년대 현대와 삼성의 신

규 진출과 기존 한화와 대림 등을 포함한 국내외 

업체의 신규 PP 공장 건설이 잇따르면서 규모 경

쟁이 심화하였다. 기존 HPP 공장은 공장 노후화

와 고비용 슬러리 공법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

어지고 있어 롯데케미칼은 MCI 신공정(HYPOL-

Ⅱ)을 도입하였다. 이 신공법은 세계 최초로 롯데

케미칼 3PP 공장에 상업 적용되었다. 2002년 3PP 

공장 준공으로 롯데케미칼은 경쟁력이 약해진 

HPP 공장을 폐쇄하였지만 연산 24만 톤 생산능

력과 PP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다.

3PP 공장 건설 이전에 3PE 공장 신증설도 시행하

였다. 이는 기존 2개의 PE 공장 생산량이 연산 21

만 톤 규모로 국내 업계 4위에 그치자 향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3PE 공장은 21개

월 건설 기간을 거쳐 1999년 5월 준공되었는데, 

기본 기술 회사(basic engineering company) 없이 자

체 기술로 완공되었다. 3PE 공장 준공으로 롯데

케미칼은 PE 연산 37만 톤 생산능력으로 업계 2

위에 올라섰다. 또 시험운전 기간에 생산되었던 

시제품 모두가 정품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였다. 롯데케미칼은 적기의 신규 공장 증

설과 더불어 차별화된 신제품의 지속 개발로 다

른 업체 대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① 접착성 수지 개발

롯데케미칼이 1993년 개발한 접착성 수지(Adpoly)

는 비극성 폴리올레핀에 접착성을 부여한 기능성 

폴리올레핀 소재로 다양한 극성 물질과 우수한 

접착성을 지녀 상용화제, 금속 코팅(metal coating) 

및 다층 필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접착성 수지는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솔루

션 공정과 반응 압출 공정에서 생산되고 있다.

②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개발

고무의 장기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공정

인 가교공정은 고무를 열경화성으로 변화시켜 리

사이클이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고

무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 부품이나 리

사이클 소재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열을 가하면 녹는 열가소성 가교탄성체

(TPV - � ermoplastic Elastomer Vulcanizates)처럼 

리사이클이 가능하면서 높은 탄성을 갖는 연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롯데케미칼은 1996년 독

자적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TPV 소재(제품

명 ‘Lottmer’)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국제 특허를 획득하였다. 새로 개발

한 제품은 1999년 국내 최초로 기아자동차의 차

창용 가스켓에 적용하여 품질을 확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1년 TPV 전용 생산설비를 설치

하고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하였다. TPV는 

현대, 대우 및 기아자동차의 다양한 자동차 차

종에 내장 부품으로 적용하며 판로를 넓혀 나갔

<그림 3-15> HYPOL-Ⅱ 공정 구조도

출처 : Mitsui Chemicals의 Hypol-Ⅱ for Licensed PP Technology 보고서, https://www.mitsuichem.comentechnolicensepdfpp_process.pdf1809121400 출처 : elastron, https://www.elastron.comwhat-is-thermoplastic-vulcanizate

<그림 3-16> TPV 모형

Dynamic
Vulcanization

EPDM particle

PP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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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압출성형 분야인 자동차 글래스 런 채널

(glass run channel)과 에어 인테이크 호스(air intake 

hose), 건축용 윈도우 가스켓(window gasket) 및 생

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품에 적용되었다. 

투명성과 유연성을 가진 스티렌계 열가소성 엘라

스토머 제품군은 의료용 및 전기 전자용 소재로 

용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열가소성 탄성체의 경도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초저경도 열가소성 가교탄성체도 개

발하였고, 2005년 6월 KT 마크(Excellence Korean 

Technology, 신기술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기존 

TPV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처음 접하는 SEBS 

소재를 채용함에 따라 공정설계, 제품설계와 가

공기술 등 전 과정을 새롭게 접근해야 하였다. 

SEBS 생산업체인 미국의 Kraton와 공동으로 수많

은 실험을 거쳐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시생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구소와 생산설비 간의 미묘

한 조건 차이 때문에 공장 생산품이 연구소 설계 

제품과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생산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검토하면서 해법을 찾아내고 차이를 최소화해 나

갔다. 특히 냉장고 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하 

40℃ 환경에서 시험하였고, 적도지역 운반 시 내

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85℃ 이상의 환경에서 테

스트하는 등 극한시험도 치러냈다. 이러한 시험에

서 모두 통과하자 2005년 LG전자는 실리콘고무 

제품 라인을 전량 호남석유화학 제품으로 대체하

였다. 롯데케미칼이 개발한 초저경도 TPV 제품

은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AES의 35A 

경도 제품과 비교해서도 성형성, 기계적 물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월한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

가받았다.

③ 세계 최초 멜트블렌딩 공법 도입과 신기술 개발

롯데케미칼은 20 03년 현대석유화학 인수로 

LLDPE 제품을 새로 판매하면서 LLDE 제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례에 부딪혔다. LLDPE는 

LDPE 제품과 널리 섞어 사용되는데, 섞는 과정

이 만만치 않아 품질 저하 문제와 불량 제품 생

산이 자주 발생하였다. 롯데케미칼은 합성수지를 

녹여 결합하는 멜트블렌딩 방법을 개발하여 문

제를 해결하였는데, 기존 드라이블렌딩이 물리적 

결합이라면, 멜트블렌딩은 화학적 결합 방법이었

다. 2008년 롯데대산유화 공장을 증설하면서 멜

트블렌딩으로 공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롯데케미칼 LLDPE 제품에 대한 인

식이 높아졌다.

④ EPP 개발

하오기술은 2003년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EPP 

독자 개발에 성공한 업체였다. 롯데케미칼은 2009

년 하오기술을 인수하여 친환경 발포 PP (EPP - 

Expanded Polypropylene) 개발에 나섰다. EPP는 기

존 발포 폴리스타이렌(EPS)보다 두께가 얇으면서 

유연성과 내충격성을 동시에 갖춘 친환경 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롯데케미칼은 하오기술

이 보유하였던 기술을 이용하여 발포조건과 균일

도를 개선하여 EPP 제품 품질을 격상시켰다.

⑤ 나노복합재 개발

롯데케미칼은 2002년 폴리에스터 나노복합재 연

구를 시작으로 PP 나노복합재를 개발하여 경량

화 플라스틱 부품용 소재를 개척하였다. 2009년 

경량화 플라스틱 부품 소재 개발에 대한 성과로 

신기술상(NET)을 수상하였다.

⑥ 장섬유 강화 플라스틱 개발

환경보전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면

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은 플라스틱 소재로 

이어졌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기능성 소

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신사업으로 적

극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롯데케미칼은 기능

성 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

한 중소업체 삼박LFT를 2009년 6월 인수하였다. 

삼박LFT는 국내 최초로 금속 대체 신소재로 부

각되고 있는 장섬유강화 플라스틱(LFT - Long 

Fiber Reinforced � ermoplastics), LFT 함침(含浸)기

술과 섬유 보강 복합재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 기

술을 가진 회사였다.

LFT 함침기술은 섬유(유리섬유, 탄소섬유 등)를 

수지(PP, PA 등)에 함침시켜 사출성형이 가능한 

펠릿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동차용 고강

성 열가소성 사출성형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연평

균 13%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었다. 섬유보강 복합재는 장섬유가 직

조 상태로 보강된 시트형 복합재로서 산업재와 

자동차용 소재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는 추

세였다.

2010년 이후 세계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

탄소의 저감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동차의 연비 

개선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는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요구로 

연결되어 부품을 얇고 가벼운 재료로 만들기 위

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었다. 롯데케미칼은 기존의 

금속 도어 모듈패널을 대체하는 플라스틱 도어 

모듈패널 소재 개발에 성공하였다. 국내 최초이

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루어 낸 성과였다. 롯데

케미칼은 이 소재를 가장 먼저 소나타와 로체 차

량에 적용하여 무게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효과

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의 도어 모

듈은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2012년 롯데케미칼은 벤츠, 도요타와 현대자동

차 등 글로벌 자동차와 부품 업체가 밀집된 미국 

앨라배마(Alabama)주 어번(Urban)시에 LFT를 생

산하는 현지 법인 ‘HPM Alabama Corporation(현 

LC Alabama)’을 설립하고 LFT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롯데케미칼이 100% 투자하여 설립

한 HPM 앨라배마공장은 연산 1만 5,000톤 규모

의 복합수지와 LFT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자동

차 시장이 매우 큰 미주지역에 제품을 공급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 롯데케미칼

<그림 3-17> EPP 사용 예시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3장
석유화학 산업

284 285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⑦ 탄소복합소재 개발

롯데케미칼은 2010년 데크항공을 인수하고 탄소

복합소재 사업에 진출하였다. 데크항공은 철의 

20%에 불과한 무게로 10배의 강도를 낼 수 있는 

탄소복합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보잉사 B-787과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

에르 페놈100 기종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

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롯데케미칼은 탄

소섬유를 활용하여 항공부품, 대형 풍력발전 날

개와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산업용 경량화 소

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는 롯데케미칼이 독

자 개발한 친환경소재와 초경량 탄소섬유 복합

재 기술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효성과 공동 개

발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인트라도

(Intrado)’가 전시되었다. 인트라도는 내연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친환경기술 소재와 초경량 

탄소섬유 복합재 기술을 사용하였다. 일반 차체

와 비교하면 강성은 유지하면서도 무게는 약 60%

가량 줄어들었다.

⑧ PP 촉매 개발

롯데케미칼은 2011년 1월 일본 미쓰이케미칼과 합

자회사 롯데미쓰이화학을 설립하여 PP 촉매 개

발에 성공하였다. PP 촉매는 독일 바스프와 미국 

바젤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진 기업들만 보

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이었으므로 촉매 원천기술

이 없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

고 있었다. 석유화학 기업의 기술력 평가의 잣대

로 통용되는 PP 촉매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롯데

케미칼의 PP 제품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수

입 대체 효과를 넘어 우즈베키스탄에 기술수출

을 하는 등 기술 라이선스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PP 촉매 공장 건설에 롯데케미칼은 전체 

228기 설비 가운데 72%인 165기를 국산화함으로

써 비용 절감은 물론 향후 정비와 비상시에도 신

속대응이 가능해졌다. PP 촉매 공장은 2012년 10

월 말 완공과 시험 운전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상업생산에 돌입하였다.

나. 한화케미칼

(1) 저밀도 폴리에틸렌 생산

1972년 10월 한양화학(현 한화케미칼)이 미국의 

다우케미컬 기술을 도입하여 울산 공장을 건설하

고 국내 최초로 LDPE (Low-Density Polyethylene) 

생산을 시작하였다. LDPE는 비닐하우스와 식품

류 등의 포장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2) 전선피복용 LDPE 개발

한양화학은 1980년 말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1982년 11월 전선피복용 LDPE 개발에 성공하였

다. 전선피복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소재는 크게 

LDPE와 PVC인데, PVC는 이미 국산화에 성공하

였으나 전선피복용 LDPE는 연간 1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었다. 전선피복용 LDPE는 요구물성

이 까다로워 고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제품이

었다. 한화케미칼은 전선피복용 LDPE 중 수요가 

가장 큰 자켓용 흑색수지(Black Jacket Resin) 개발

에 성공하였으며, 1983년 1월부터 상업생산을 시

작하였다. 이로써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었다.

(3) 슈퍼 클린 공법을 사용하여 전선절연용 수지 생산

1985년 7월 한양화학은 국내 최초로 슈퍼 클린

(Super Clean) 공법을 자체 개발하였다. 이 공법을 

사용하면 PE 생산과정에서 수지 중 이물질을 완

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현재 한화케미칼은 345kV

의 초고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전선절연용 PE

를 생산하고 있다.

(4) 에틸렌초산비닐 수지 개발

1985년 12월 한양화학은 1978년부터 추진하여 오

던 EVA (Ethylene Vinyl Acetate) 수지의 자체 개발

을 마치고 연간 생산량 3만 톤 규모 공장을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준공하였다. EVA는 신발창, 

자동차 부품과 일반 포장용 필름 등의 용도로 다

양하게 사용된다.

(5)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국산화 성공

1986년 6월 한양화학은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

(Union Carbide)의 유니폴(Unipol) 공법을 도입하

고 3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생산량 8만 톤 규모

의 공장을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에 완공하였다. 

이로써 LLDPE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6) 절연용 LLDPE 제조기술 개발

한양화학은 1994년 10월 한화종합화학(현 한화

케미칼)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95년 한화종합

화학은 절연용 LLDPE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한화전선용 컴파운드 CLNA 8260’이라는 상품명

으로 시판하였다. 절연용 LLDPE는 기존 제품과 

분자구조 형태가 다른 제품으로 압출부하가 낮고 

고속 가공에서 케이블 압출 외관이 매끄러운 특

징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처로부터 KT 마크를 

획득하였다.

(7) 신발용 고함량 EVA 자체 개발

1996년 한화종합화학은 신발용 고함량 EVA를 자

체 개발하고 생산에 돌입하였다. 고함량 EVA는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VA - Vinyl Acetate)의 

공중합 제품이다. VA 함량 23% 이상의 고함량 

EVA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한화종합화학

이 VA 함량 26%의 고함량 EVA를 개발함으로써 

수입 대체를 이룰 수 있었다.

(8) LLDPE 분자량 분포 제어기술 세계 최초 개발

1997년 4월 한화종합화학 중앙연구소17)는 3년 동

안 약 13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연구를 수행한 

끝에 ‘LLDPE 분자량 분포 제어기술’을 세계 최초

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제어기술의 특징

은 촉매 교체 및 기계적 장치 변형이 아닌 특별 출처 : 롯데케미칼

<그림 3-18> 탄소복합소재 사용 예시(인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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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소량의 촉매 개질제를 사용하는 것이었

다. 또한 이 기술은 LLDPE 생산에서 인위적으로 

분자량 분포를 제어하여 생산 제품의 가공성, 물

성의 향상과 생산량을 연간 10% 이상 높일 수 있

었다. 또한 동일 반응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목

적의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 가

공제품 생산 시 2종류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

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과학기

술처로부터 KT 마크를 획득하였다.

(9) EVA 관련 원천기술 확보 후 생산 시작

2005년 6월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LDPE 생산라인에서 EVA를 생

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4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한 결과였다. 이로써 한

화석유화학은 엑손모빌, 미쓰이듀폰 및 아토피나 

등 전 세계적으로 3개사만 공급하던 독과점 시

장에 진입하였고, 수입 대체가 가능해졌다. EVA

는 LDPE보다 수익성이 30% 높은 고부가가치 상

품이며 친환경 접착소재로 접착필름, 전선용 절연

체 및 인쇄용 잉크 접착제 등으로 쓰인다.

다. 한화토탈

(1) 태양전지 봉지재용 초고순도 EVA 신소재 

: 관형반응기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

에 따라 친환경 클린 에너지로 고속 성장 중인 신

재생에너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향후 지

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소재에 

비하여 차별화된 품질의 우수한 태양광 모듈 소

재에 대한 시장 요구가 증가하였다.

태양전지는 위층부터 유리, 봉지재, 셀(전지), 봉

지재와 백시트 순으로 구성된다. 이중 봉지재는 

0.5mm 두께의 얇은 시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분침투 방지, 절연, 충

격 완화 등의 역할을 하는 태양전지의 핵심소재

라 할 수 있다.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은 2014년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되는 EVA를 관형반응기 공정에서 세계 최

초로 상업화하였다. 이는 독자 개발된 초임계 라

디칼중합용 개시제 시스템과 advanced 관형반응

기 공정 중합기술을 적용한 것이었다. 여기에 공

중합체의 분자량, 분자량 분포 및 분지도(degree 

of branch)18)를 제어하여 태양전지 모듈 봉지재 용

도의 핵심 물성인 무결점, 저수축 및 광투과율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한화토탈 태양전지

용 EVA 신소재는 최고 수준의 품질로 태양전지

용 EVA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2016년 달성하였다.

한화토탈의 관형반응기 중합공정은 반응기가 튜

브처럼 생겨 튜블러(Tubular) 공정이라고도 불린

다. 이 공정은 생산성이 좋은 반면 품질제어가 

어려워 주로 LDPE 생산에 사용되었다. EVA 생

산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오토클래이브 공정

(Autoclave)19)은 VA 함량이 높은 EVA 생산이 용

이한 반면 생산성은 낮다. 특히 관형반응기 중합

공정은 초고온과 초고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일럿 플랜트20) 건설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하지

만 한화토탈은 관형반응기 중합공정을 통하여 고

품질 LDPE를 생산해 온 경험과 파일럿 플랜트를 

대신하여 관형반응기 중합공정을 안전하게 테스

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하

며 이를 극복하였다. 초임계 관형반응기 공정 해

석과 프리 래디컬(free radical) 중합 메커니즘의 반

응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은 극한 운

전조건의 관형반응기 중합공정과 EVA 제품의 분

자구조를 제어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설비 제약을 극복하고 태양광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투명성이 월등히 높고 초고순도와 저수축성 

등의 특성을 향상시키면서 불량률은 낮은 태양전

지용 EVA 제품의 상업생산에 성공하였다.

또한 오토클래이브 공정 대비 태양전지용 EVA 

생산 시에 30~40%가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였

다. 연산 15만 톤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였던 한화

토탈은 2014년 연산 24만 톤 규모의 태양전지 전

용 EVA 공장을 신규 가동하여 생산규모와 품질 

경쟁력을 배가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우위를 확

보하였다. 2016년 말에는 4만 톤의 추가 증설을 

통하여 규모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였다.

한화토탈은 세계 최초로 관형반응기 중합공정에

서 상업생산한 초고순도 태양전지용 EVA 신소재

의 생산제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EVA 제품에 대

한 국내 13건, 해외 4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산 24만 톤 규모의 신규 공정은 모

노머 피드가 싱글 스트림(single stream)으로 기존 

제품보다 분자량 분포를 정밀히 제어할 수 있어 

투명성과 수축율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VA 함량

과 흐름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능력이 증가된 공

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제법을 특허 출원

하였다.

태양광 발전은 전년 대비 28% 성장하여 2015

년 58GW가 신규 설치되었고, 2020년까지 연간 

100GW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태양전지 

봉지재는 태양전지 1GW당 7,000톤이 요구되므로 

향후 2020년 봉지재의 시장규모는 70만 톤으로 

예상된다. 한화토탈에서 상업생산에 성공한 태양

전지 봉지용 EVA는 최고 수준의 품질로 2017년 

이후 5년간 1조 5,0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

다. EVA 개발에 적용된 독자 시뮬레이터 프로그

램 및 중합 제어기술은 향후 IT 산업의 부품 소

재로 요구되는 초고순도 수지 생산에 적용되어 

고부가 제품의 생산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정이

다. 한화토탈의 태양전지용 EVA는 한화첨단소재

의 EVA 봉지재, 한화큐셀의 태양광 셀 및 모듈로 

수직계열화됨으로써 한화그룹 차세대 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 및 한국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전지 봉

지재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 일류상품

으로 선정되었다. 초고순도 고투명 EVA 신소재는 

2016년 13주차에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2) 폴리프로필렌 제조용 신촉매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은 2007년 해외 선진사로부

터 수입에 의존해 오던 폴리프로필렌(PP) 중합용 

촉매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상업화함으로써, 기

술선 촉매를 고성능 독자 촉매로 전량 대체하였

다. 한화토탈이 개발한 PP 촉매는 기존 선진 수입

사 촉매 대비 촉매 활성이 2~5배 높은 수준이다. 

17) 강경석 책임연구원 팀

18) 고분자의 주쇄에서 곁가지를 치는 측쇄

19) 반응기가 커다란 용기 형태 공정

20)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전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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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은 이러한 촉매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PP 

제품의 고기능화와 차별화를 추구하였고, 해외에

서 시장 선도성(market leadership)을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 촉매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성분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화토탈은 비프탈

레이트계 촉매를 개발하여 2013년 상업화하였다. 

이러한 촉매를 적용한 친환경 소재는 유아용 제

품, 식품 포장용기, 필름 및 메디컬 용도에 사용

되고 있다.

PP 제조의 핵심기술은 프로필렌을 중합시키는 촉

매기술이다. 촉매의 성능은 생산공정의 효율성과 

공정 안전성, 제조단가 및 최종 PP 제품의 성능

까지 결정한다. PP 촉매기술은 해외 선진 기업에

서 기술이전을 기피하여 기술 장벽이 높고 고난

도 기술이다. 국내는 이탈리아 바젤과 일본 미쓰

이화학 등 해외 선진사로부터 PP 촉매를 전량 수

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화토탈 역시 일본 미

쓰이화학으로부터 기술 도입된 하이폴 PP 제조공

정(Hypol process)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촉매는 전

량 미쓰이화학에서 수입하였다. 한화토탈은 촉매

기술 자립화를 위하여 PP 중합용 촉매개발에 착

수하였다.

한화토탈은 2003년부터 PP 촉매 개발을 본격 추

진하였다. 4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구형의 미

세 다공성 촉매 담체 합성의 원천기술을 개발하

였고, 담체와 촉매 제조공정의 스케일-업(scale-

up) 연구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최초로 상업적

용 테스트에 성공하였다. 한화토탈에서 독자 개

발한 신촉매는 기존 촉매 제조방법과 달리 활성

점 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미세다공성 구조

의 담체 제조기술을 확보하여 2~5배 높은 수준

의 활성화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중합체 형태

(morphology)가 탁월한 구형이어서 공정 운전성과 

제품 생산성이 매우 양호하였고, 개발한 촉매를 

사용하여 중합된 PP는 입체규칙성 지수(Ⅱ, 아이

소탁틱지수)는 물론, 제품의 기계적 물성도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특히 한화토탈

이 개발한 신촉매는 벌크 공정, 슬러리 공정과 기

상공정 등 각종 중합공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

록 하여 상업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개발 촉

매의 우수한 성능으로 모든 PP 제품 품질의 업그

레이드가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Random, Terpoly 

PP 및 CSPP (Clear So�  PP) 등 고부가 제품 개발

과 상업생산에 활용되어 제품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화토탈의 PP 촉매는 이탈리아, 미국, 일본, 중

국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되었으며, 기존 

제품에 비하여 높은 활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이 촉매

를 이용하여 만든 PP는 강도나 필름 투명성이 훨

씬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용

도 등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PP 신촉매 개발을 통하여 촉매 제조 분야에서 기

술적 우위를 선점한 한화토탈은 촉매 원천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부가 

신규 촉매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섰다. 한화토탈은 PP 신촉매를 활용하여 2017

년 이후 5년간 약 9,000억 원의 PP를 수출할 전망

이다. PP 신촉매를 개발하면서 획득한 원천기술

은 미국과 일본 등 국내외에 관련 기술 특허 76건

을 출원하여, 현재 38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또한 2017년 기준 본 촉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

여 개발한 친환경 PP 촉매를 친환경 식품포장 용

도로 확대 적용 중으로 다른 기능성 촉매로의 확

대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한화토탈은 초고활성 

PP 신촉매로 2007년 38주차에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 21주차에는 차세대 친환경 

프탈레이트 프리(Phthalate-free) PP 촉매로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

라. 대한유화

(1) 국내 최초 HDPE 고활성 촉매 및 공정 개발

대한유화는 1972년 10월 국내 최초로 PP 생산공

장을 준공하고, 1975년 10월 PP와 HDPE 병산공

장을 건설하여 12월 HDPE 판매를 개시하였다. 

대한유화가 도입한 HDPE 제조공정은 CSTR 슬

러리 공정으로 치글러-나타(Ziegler-Natta) 촉매

를 사용하였다. 석유화학 산업 초창기에는 국내

의 촉매 및 중합 관련 기술이 전무하여 촉매 활

성도가 매우 낮았고, 촉매 잔사 제거 공정의 추가

로 생산효율 역시 낮았다. 대한유화는 기존 대비 

활성이 10배 이상인 초고활성 촉매를 개발함으로

써 원가와 기술료 절감 및 수입 대체 효과 등 경

제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 누적 효과는 약 5,000억 원에 달하였고, 

고품질 HDPE를 연간 20여만 톤 수출하였다.

HDPE 생산에 사용되는 치글러-나타 촉매는 

HDPE, LLDPE와 이소탁틱 PP 생산에 사용되

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물질이다. 1953년 치글러

(Karl Ziegler)가 에틸렌 중합용 촉매(TiCl4 / AlEt3)

를, 1954년 나타(Guilio Natta)가 입체규칙성 PP 

중합용 촉매(TiCl3 / Al(C2H5)2Cl)를 발명하였

다. 이와 같은 폴리올레핀 중합에 사용되는 전이

금속 화합물과 유기 알루미늄 화합물로 생성되

는 촉매를 치글러-나타 촉매라 통칭한다. 1954년 

훼히스트(Hoechst)와 몬테카티니(Montecatini, 현 

Basell)에서 HDPE 시험생산에 최초로 치글러-나

타 촉매를 적용한 이후, 미쓰이(Mitsui), 에퀴스타

(Equistar), 보리알리스(Borealis), UCC, BP, DSM, 

듀폰(Dupont) 등 세계적 석유화학 회사와 SK, 

LG화학, 롯데케미칼과 한화토탈 등 국내 석유화

학 회사 모두 치글러-나타 촉매를 적용한 HDPE

를 생산하고 있다.

제1세대 치글러-나타 촉매는 전이금속 할로겐 

화합물(TiCl4)을 주촉매, 유기금속화합물(AlEt3)

을 조촉매로 사용하는 비담지 불균일상 촉매이

다. 이 촉매는 활성이 낮아 중합 후 촉매 잔사를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제2세대 치글러-나타 촉매는 솔베이(Solvay) 촉매

라고 불리는데 TiCl4의 고체화로 비표면적을 늘

려 활성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TiCl4의 고체화 과

정에서 내부에 위치한 Ti는 반응에 참여할 수 없

는 한계로 활성의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제3세대 

치글러-나타 촉매는 비활성 고체인 무수 결정 

MgCl2의 표면에 Ti 화합물을 담지시킴으로써 활

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전이 금속을 비표면

적이 큰 고체에 담지시켜 활성을 가진 활성점 수

를 현격하게 증가시킨 것이 활성 증가의 원동력이

었다. 이러한 활성 증가는 촉매 잔사 제거 공정의 

필요성을 상쇄시켜 HDPE의 생산원가를 크게 절

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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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증가 이후 치글러-나타 촉매의 연구는 중합

체의 입자 형상 제어를 위한 방향으로 이동하였

다. 초기 CSTR 슬러리 공정 및 Loop 슬러리 공

정에서 생산하던 HDPE는 기상 공정이 개발되면

서 중합체의 입자 형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상

공정은 생산의 장기간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중합체 입자의 입경분포가 좁고 미

세 분체가 극히 적어야 하였다. 중합체를 펠렛화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중합체의 입자

크기가 크고 구형에 근접하는 것이 선호되었다. 

중합체입자 형상제어는 기상 공정뿐만 아니라 슬

러리 공정에서도 중합체와 용매의 분리 및 중합

체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였다.

3세대에 걸친 치글러-나타 촉매 발전으로 HDPE 

제조기술은 혁신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고체

촉매 구조 내 활성점이 다량 분포되어 있는 특성

상 고분자 성질이 이론적 최대치에 미치지 못하

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다양한 활성점에서 생성

되는 다양한 고분자 구조로 인하여 분자량 분포

가 이론적인 최소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공단량

체(comonomer)의 조성이 불균일한 점은 극복되어

야 했다.

1980년 치글러-나타 촉매의 단점을 보완할 획기

적 촉매로 메탈로센 촉매가 주목받기 시작하였

다. 메탈로센 촉매는 균일계 촉매 또는 단일 활성

점 촉매라고도 불리는데, 전이금속 또는 전이금

속 할로겐 화합물에 시클로펜타디에닐 리간드가 

배위 결합된 화합물로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메탈로센 촉매는 기존의 치글러-나타 촉매

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물성의 고분자를 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촉매 구조의 설계로 

원하는 고분자 구조를 설계하고 물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균일한 활성점은 좁은 분자량 분

포, 균일한 공단량체 조성과 높은 공단량체 함량 

등의 특징으로 연결되어 치글러-나타 촉매로 생

산할 수 없는 필름 및 탄성체 용도의 PE가 생산

되었다.

대한유화는 1975년 일본 칫소(Chisso)에서 HDPE 

중합용 촉매 제조기술을 도입한 이후 자체적인 

상업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

하였다. 저활성 TiCl3-AlkylAluminum 촉매 시스

템을 개발하던 1983년 대한유화는 MgCl2 담지체

에 Ti 활성점을 균일 분산시켜 최적의 촉매 조성

비를 지닌 고수율 초고활성 담지 촉매 개발에 성

공하였다. 당시 개발한 HDPE 중합용 촉매는 기

존 촉매와 비교하였을 때 활성이 10배 이상 높아 

원가 절감과 공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촉매와 HDPE 제조공정 설계와 설비 구축을 통

하여 대량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촉매입자 형상 제어에 대한 연구개발에 들

어간 지 5년 만인 2004년 기존 상용화 촉매보

다 겉보기 밀도(bulk density)가 40% 이상 향상되

고, 입도 균일성도 우수한 high bulk-density 고

활성 촉매를 개발하고, 국내 특허를 출원(10-

0640275호)하였다.21) 이어서 2005년 PCT 특허

출원(WO2006/041264), 2007년 미국 특허 출원

(US7718565)을 하였다. 대한유화는 해당 촉매를 

사용하여 공정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

고 수입 촉매와 비교하였을 때 동등 이상의 물성

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대한유화는 HDPE 하이엔

드 제품 출시 및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촉매 입자형상 제어로 확보한 기술력은 분자설계 

기술로 이어졌다. 대한유화는 연구개발 착수 3년 

만인 2009년 기존 치글러-나타 촉매보다 입도 균

일성이 높고 분자량 분포의 균일성도 향상된 분

자 제어형 촉매를 개발하였다. 이 촉매를 사용하

여 제조한 제품은 입도 균일성이 높고 분자를 균

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품질 균

일성과 기계적 물성의 특수용도 수지 개발에 적

용되어 HDPE 특화에 기여하였다.

2013년 기존 고압 PE 공정에서만 한정 사용되던 

메탈로센 촉매를 저압 슬러리 공정에서도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담지 메탈로센 촉매를 개

발하였다. 이 촉매는 15g/denier 이상의 높은 강도

가 요구되는 고강도 슈퍼 PE 섬유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안전장갑, 산업용 로프 및 보호

소재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동안 전량 수

입에 의존하였는데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었다. 

또한 대한유화는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이용한 

냉·온수관용 PE-RT Pipe, 기존의 가스관 및 상

수도관용 PE100 소재 대비 내압강도가 크게 상승

된 PE125 소재, 차세대 습식법 LiBS PE 등 신제

품을 개발하였다.

대한유화의 고활성 촉매기술은 기술개발의 공로

를 인정받아 1998년 3월 3·1 문화상 기술상을 수

상하였고, 2010년 12월에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

한 ‘대한민국 100대 기술과 주역’에서 1980년대 과

학기술 대표성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015년 

10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한 ‘광복 70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에 포함되었다.

(2) U(V)HMWPE 개발

일반 범용 PE는 포장용 필름, 공업용 배수관, 전

선 피복과 산업용 자재 등 사용 범위가 넓고 적

용 범위가 다양하여 산업의 기초 소재로 널리 사

용되었다. 다만 기술적 한계로 내구성, 내충격성 

및 가공성 등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유화는 당시 일부 글로벌 업체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분자량 PE 개발에 착수하였

고 자체 기술로 100%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초고분자량 PE는 분자량이 수백만에서 천만에 

이르는 선형 PE로 분자량이 커지면서 물성이 강

화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내충격성은 합성수지 

중 가장 강하며, 내마모성과 자기윤활성이 매우 

뛰어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초고분자량 PE은 분자량에 따라서 VHMWPE와 

UMHWPE로 구분된다. VHMWPE는 분자량이 

40만~100만 수준의 선형 호모 PE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점도를 가지고 있어 물리적 및 기계적 강

도가 우수하며 분리막 용도에서 요구되는 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

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이차전지 핵심부품 소재인 

리튬이차전지 분리막(LiBS)에 적용되어 이차전지

의 안정성과 수명을 높이는 핵심적인 용도로 사

용되었다. 또한 UMHWPE는 분자량 100만 이상

으로서 범용 PE보다 수십 배 이상 큰 분자량을 

가지는 고부가가치 및 고기능성 수지이다. 가벼우

면서도 물성이 뛰어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범주

에 속하고 초고강도 섬유 원사, 방탄소재 및 기

계부품 등 기존의 범용 PE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대한유화는 2007년부터 3년여간의 연구 끝에 국21) 정영태와 강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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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초로 UHMWPE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로

써 자체 촉매 개발, 중합반응과 입자형상 제어 및 

기존의 범용 PE 제조공정에서 상업생산이 가능

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제품은 sheet / rod뿐만 

아니라 파이버(� ber), 세퍼레이터(separator)와 필터

(� lter) 같은 특수 용도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

받고 있다.

보유기술로는 파우더 제품용 촉매의 특허

(US7718565, Method For Preparing Solid Catalysts 

For Ethylene Polymerization and Copolymerization)

를 출원하였으며, 2011년 UHMWPE 제조방

법(1161752, Preparation Method of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까지 특허 출원하였

다. 대한유화의 U(V)HMWPE 제품은 2015년에 

높은 기술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세계 일류상품에 

등재되었으며 글로벌 선두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

히 하고 있다.

대한유화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파일럿 라인

(pilot line)에서 샘플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수요 

업체를 개발하고 용도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9

년 12월에 UHMWPE와 습식 LiBS의 시생산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 양산에 성공하여 이후 꾸

준히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갔다. 2010년 당

시 독일의 티코나(Ticona), 브라질의 브라스켐

(Braskem), 네덜란드의 DSM, 중국의 바프(BAAF)

와 일본의 아사히카세이(Asahi Kasei) 등 해외 업

체만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초고분자량 PE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인 촉매 

개발은 2006~2007년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에 고BD (Bulk Density) 촉매의 특허 등록

(US7718565, Method For Preparing Solid Catalysts 

For Ethylene Polymerization and Copolymerization)

을 마치고, 고BD 촉매를 이용한 PE powder grade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초고분자량 PE 개발의 가

능성을 확보하였다.

대한유화는 2011년 라지 파티클(large particle) 제

품 grade(U090L) 개발을 통하여 북미 시장에 진

출하였고, 같은 해 UHMWPE 제조방법을 특

허로 등록(1161752, Preparation Method of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하였다. U090L

는 2011년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에, 2015년에는 

세계 일류상품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6

년 기준 대한유화의 습식 LiBS용 원료 점유율은 

세계 1위, UHMWPE 점유율은 세계 2위를 기록

하고 있으며 제품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고 있다.

초고분자량 PE용으로 자체 개발한 촉매는 고품

질의 분말 형태를 위하여 벌크 밀도가 높고, 입도 

균일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

한유화 촉매는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하여 

수십만에서 천만에 걸친 넓은 분자량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촉매의 입경 스펙트럼도 넓은 장점이 

있다. 대한유화는 특허 출원된 자체 개발 촉매(국

내외 특허 출원)와 중합기술을 확보하였다. 사용

자의 요구에 맞도록 입자 제어가 가능하고 촉매 

활성(15kg-PE/g-Cat 이상), 분자량 분포(제어와 

연속생산이 가능한 생산기술(국내 특허 출원)을 

갖추었다. 이를 통하여 촉매의 중합 특성(활성점) 

제어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분자량(40만~1000만

g/mol)의 제품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해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할 때

도 동등한 분자량 제어기술을 확보하였고, 분자

량 분포 제어기술은 경쟁 업체 대비 경쟁 우위를 

보유하였다.

분자 설계기술을 통한 용도별 가공 특성과 요구 

물성에 맞는 맞춤형 원료 수지 설계기술을 확보

함으로써 대한유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 경

도와 굴곡 강도를 구현해 낼 수 있었다. 이는 경

쟁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었다. 아울러 기존 PE 공정과 병산 생산기술

이 가능함에 따라 연산 53만 톤 규모의 PE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U(V)HMWPE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신규 설비 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수요량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생산체제

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자체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낮은 생산

원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시에 기능면에서 세계 1위 업체인 티

코나와 비교하였을 때 동등 이상의 경쟁력을 가

질 수 있었다.

(3) 커패시터 필름 및 건식 LiBS용 초고순도 PP 개발

커패시터 필름(Capacitor Film)과 LiBS 원료인 초

고순도 PP는 수년 전까지 연간 약 1만 톤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유화는 국내 

최초로 고순도 PP를 독자 개발과 상업화하여 연

간 약 12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었

다. 2015년 기준 연간 약 4만 톤 수출을 기록함으

로써 대한유화는 PP의 세계 시장 점유율 약 25%

를 점유하고 있다.

대한유화는 커패시터의 정전용량과 사용 가능 온

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고기능성 전기·전자제

품에 적용 가능한 내열성 커패시터 필름용 초고

순도 PP를 독자 개발·사업화하였다. 이는 국내에

서 최초였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개발한 성과

였다.

기술개발은 1990년대 중후반 울산 소재 대한유화 

기술연구소가 주도하였다22). 1999년 상업 개시에 

이르기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상업

화에 3년이 더 소요되었다. 2003년부터 중국 커패

시터 필름 제조업체에 본격적으로 원료를 공급하

였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글로벌 콘덴서 필름 제출처 : 대한유화

<그림 3-19> UHMWPE의 용도

초고강도 섬유 원사리튬이차전지 분리막 방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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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도 기업인 삼영화학에 2005년부터 공급을 

개시하였다.

대한유화의 초고순도 PP는 촉매 잔사를 포함한 

최종 제품의 불순물을 극소화하였으며, 내열성과 

유전률 등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다. 초고순도 

PP는 이축 연신법으로 가공되어 커패시터용 절연 

필름으로 사용된다. 엄격한 품질 관리 및 지속적

인 품질 개선을 통하여 PP 고유 물성 및 가공성

을 최적화하였다.

건식 LiBS용 PP는 분리막 제조 공정 중 건식 공

정용으로 제조하는 이차전지 분리막에 사용된다. 

특수한 촉매 및 공정을 통하여 물질의 순도를 높

여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고결정성, 고내열

성과 최적 분자량 분포를 지니고 있어 우수한 분

리막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

한 특성을 이용하여 HEV 등 전기자동차용, IT 

기기 및 동력기기 등의 이차전지 분리막으로 사

용되었다.

대한유화 커패시터 필름용 초고순도 PP는 2015년 

중국 및 유럽지역으로부터 연간 약 650억 원의 매

출을 창출하였으며, 누적 약 5,200억 원의 경제

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전력용 특수 러프니

스 커패시터 필름(Roughness Capacitor Film)용 초

고순도 PP를 개발하여 수출 판매를 확대한 결과 

2015년 기준 약 3,000톤, 누적 약 1만 3,000톤이 

수출 판매되어 해외 매출 누적 약 260억 원의 성

과를 이루었다.

2012년에는 건식 LiBS용 PP 수지 개발로 국가 신 

성장 동력 사업인 이차전지 사업의 성장에 이바

지함과 동시에 범용 PP 대비 고부가 제품으로 이

익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막대한 경

제적 효과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식 

LiBS용 PP 수지는 이차전지의 핵심소재로서 미국

과 일본 업체에서 주로 생산해 왔으나 중국이 이

차전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생산량이 연 30%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대한유화에서 개발한 건식 LiBS

용 PP는 현재 중국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

고 있다. 동시에 기존 유럽 및 일본 업체들이 공

급하던 PP를 대체함으로써 국가 대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15년 기준 

해외 매출 누적 약 600억 원 경제적 효과를 달성

하였다.

대한유화는 기존 제품 대비 탁월한 정전용량 및 

초고내열성 특성의 발현을 통하여 커패시터 기능

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하이브리드카 및 전기차

에 사용되는 커패시터 필름용 PP 연구개발을 지

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곧 상업화를 계획 중

이다.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에 사용되는 커패시

터 필름용 PP는 일본의 일부 업체에서만 전 세계

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추가로 

창출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이바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식 LiBS용 PP는 시

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더

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의 안정성 향상

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초고강도 특성을 발현시

킬 수 있는 원료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술의 공로를 인정받아 커패시터 필름용 

초고순도 PP는 2009년에, 건식 LiBS용 PP는 2013

년도에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었다.

(4) 초내고압 Pipe용 차세대 PP 신소재 PPR112 개발

1974년 개발된 냉온수 난방관용 1세대 PP-R 파

이프는23) 한 분자량 분포의 한계로 표면 불량, 낮

은 생산성과 냄새 문제 등을 일으켜 물성과 가공

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1세대 PP-R 파이

프의 단점을 개선시킨 2세대 PP-R 파이프는 바

이모달(bimodal)한 분자량 분포를 통하여 파이프 

가공성과 표면 상태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중동

과 유럽 등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세

대 PP-R 파이프의 등장은 내구성이 15년 정도로 

낮은 금속관을 대체 가능하여 매년 약 20% 내외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대한유화는 1972년 국내 최초로 합성수지 PP 제

품을 생산한 역량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시장

성이 높은 PP 파이프 신소재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존 최고 수준인 PPR100 제품 대비 동일치수에

서 허용 압력 12% 이상(10MPa→11.2MPa) 증가할 

수 있고, 동일 압력하에서 두께와 중량이 12% 이

상 감소할 수 있는 차세대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

였다. 이는 동일 용도의 다른 플라스틱 소재와 비

교하였을 때 생산성 및 경제성, 내압 및 내열성, 

시공성 등에서 월등한 성능을 나타냈다.

기존의 유사 대체 제품으로는 효성의 R200P (PPR 

80)와 삼성종합화학의 RP100, 글로벌 기업으로

는 보리알리스의 RA130E (PPR100), Pr210X6E  

(PPR80), QB79P (PPR80) 등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PPR80 제품이 주축을 이루었고, 글로벌 업

체 위주로 PPR100 제품이 개발되던 상황에서 대

한유화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당시 시장 기술

을 한 단계 선도하게 되었다.

대한유화기술연구소 주도로 기술개발이 진행되

었다. 기술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상업생산에 이

르기까지 약 24개월, 상업화 기간에 20개월이 소

요되었고 총 12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

었다. 개념 정립 및 예비 실험 단계로 1999년 7월

부터 약 1년간 슬러리 공정에서 프로필렌-에틸

렌 공중합 반응성 연구, 촉매 및 중합조건에 따

른 결정성 제어 기술 연구, 결정 구조 및 양상

(modality)에 따른 최종 제품의 장·단기 물성 연

구, 소재의 장기 내구성 평가방법 연구와 중합 고

분자 최종 물성 제어를 위한 압출 가공방법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촉매와 조촉매 시스템에

서 결정성과 결정 구조제어를 위한 공중합 조건 

확립, 양상 제어를 위한 연속 중합 시스템 확립과 

압출 가공조건 및 첨가제 제제(formulation) 확립 

등의 설계과정을 진행하였다.

2000년 9월부터 파일럿 중합, 장·단기 물성 및 

가공성 시험 등의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01년 2

월에 상업 시생산, 시제품 판매, 단기 품질 인증 

완료(중국 CNACCL)와 사용 업체 테스트 개선이 

진행되었다. PPR112는 2001년 7월 장기 품질인증 

의뢰를 통하여 스웨덴 보디코트사 인증을 획득하

였고 정품 판매를 시작하였다. 2003년 3월 세계 

최초로 PPR112 등급 인증 획득에 성공하였다.

대한유화 제품이 경쟁사 대비 높은 물성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랜덤 공중합체의 결정성 

및 결정 구조를 제어하는 기술과 둘째, 랜덤 공중

합체의 양상을 제어하는 기술의 개발에 있었다. 

경쟁사는 주촉매로 고활성 촉매 또는 저활성 촉

22) 정영태 기술연구소장을 필두로 장재권 책임연구원 및 당시 연구4팀원이  

 주축을 이루었다.

23) 분자량 분포 곡선에서 peak 봉우리가 한 개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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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종만 사용하였지만, 대한유화는 초고결정성 

치글러-나타 촉매와 일반 고활성 치글러-나타 

촉매의 시너직 블렌딩(synergic blending) 기술을 

통하여 활성 및 결정화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엑

스터널 도너(external donor)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2종 촉매를 적정 몰(mole)비로 혼합 사용함으로써 

최적의 결정 특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중합기술

로 슬러리 중합과 적정 정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결정성을 제어하고 파이프 물성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저중합도의 저분자량 프랙션(fraction)

을 제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한유화는 SDA 

(Selective Deactivation Agent)로서 에테르계 반응 

억제제를 적정량 사용함으로써 고중합도의 초고

분자량 생성을 제어하여 균일한 내압특성을 가진 

소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 고분자량 프랙션과 저

분자량 프랙션의 역방향 연속중합 양상24) 제조가 

가능해졌다.

최종제품의 품성 유지를 위한 분자량 제어의 압

출가공 기술과 최종제품의 결정 크기 제어 및 유

지를 위한 특수 안정제 처리 등의 기술도 개발되

었다. 파이프 제관 기기 및 내압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파이프 설비를 시공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물성을 측정하는 장비를 도

입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 및 고객 요구에 즉각

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25)

대한유화는 초내고압 파이프(pipe)용 차세대 PP 

신소재 PPR112 개발로 2003년 최우수 IR52 장영

실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냉온수관용 PP

계 초고압 파이프 수지로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

되는 영광을 안았다.

마. GS칼텍스

GS칼텍스는 1984년 정부로부터 PP 사업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석유화학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현재 폴리머와 방향족 중심으로 석유화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PP 사업

GS칼텍스는 PP 사업을 위하여 고활성 촉매를 이

용하는 유동상 기상중합 방식인 유니폴 공정을 

도입하였다. 이 공정은 1986년 미국 유니언카바이

드(UCC)와 쉘(Shell)이 공동 개발한 것이었다. 기

상중합법의 신기술인 유니폴 공정은 투자비가 적

었고, UCC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의사와 Shell의 

촉매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입되었다. 당

시 도입한 유니폴 공정은 특허권자 UCC를 제외

하고 GS칼텍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PP 공장에 

상업 적용한 기술이었다. 이 공정은 중합공정이 

기체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기존 공정들에 비하

여 장치가 매우 단순하고, 유틸리티 비용이 낮았

다. 유니폴 공정은 당시 기술력으로 보면 흔하지 

않은 기상중합 방식의 최초 상업시설이었으며, 단

일 라인으로는 규모가 큰 연산 12만 톤 수준이었

다. 이후에 두 차례의 개조(revamping)을 통하여 

연산 18만 톤으로 확장하였다.

PP 공장의 핵심장치인 중합반응 공정은 버섯 모

양으로 우뚝 솟아 있는 2기의 반응기로 이루어져 

있다. 제1반응기는 호모폴리머, 제2반응기는 코폴

리머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국내 업체에서 

제작하였다. 반응기에서 발생한 미반응 가스는 

스위스산 3단 왕복식 압축기 및 냉각기 등을 거

쳐 프로필렌을 회수하고 프로판은 LPG 공정으로 

보낸다. 제립공정에서 일본산 시설에서 중합반응

으로 생성된 분말에 첨가제와 안정제 등을 혼합

하여 작은 입자로 만든다.

PP 공장은 착공 후 약 1년 만에 완공되었고 1988

년 초 본격적 가동에 들어갔다. 공장의 최초 가

동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원료인 프로필

렌을 투입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규격에 맞는 

PP가 생산된 점이다. 원료 투입 후 20일 정도가 

지나야 규격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GS칼텍

스 기술진은 물론 UCC에서 파견한 기술자와 참

여 업체들이 완벽하게 준비한 결과였다. 공장을 

설계·감리한 럭키엔지니어링은 이런 성과를 토대

로 동남아 등지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다수의 유

니폴 PP 공장 설계용역을 수주하였다.

GS칼텍스 PP 사업의 의의는 그동안 수년간 연구 

검토하고 지향하여 왔던 사업 다각화의 구체적 

시발, GS칼텍스의 성장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

제 전반의 발전을 위한 능력의 확보, 그리고 GS

칼텍스가 명실상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모체로

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 발전에 더욱 공헌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당시 PP는 국내외적으로 심한 수급 불균형을 겪

고 있었다. 1987년 국내 생산량은 35만 톤이었는

데 비하여 수요는 45만 톤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

황에서 GS칼텍스는 세계적 최신 공법을 도입하

여 우수한 품질의 PP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 해소는 물론 수출 여력까지 갖추게 되

었다. 이후 수요 증가를 예측한 국내 경쟁사들이 

PP 생산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GS칼텍스는 1989

년 제2제립공정을 설치하고, 1991년 제2반응기로

의 이송배관을 교체하여 PP 생산능력을 연산 16

만 5,000톤으로 증대시켰다.

PP의 종류는 중합방법에 따라 크게 호모폴리

머(Homopolymer, 통상 Homo PP라고 함), 임팩

트 코폴리머(Impact Copolymer)와 랜덤 코폴리머

(Random Copolymer)로 구분된다. 당시 GS칼텍스 

이외의 국내 기업은 Homo PP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임팩트 코폴리머는 제한적으로만 생산

이 가능하였고, 랜덤 코폴리머는 생산할 수 없었

다. 하지만 GS칼텍스의 공정으로는 모든 종류의 

PP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정의 장점을 토대로 GS칼텍스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랜덤 코폴리머를 국내 최

초로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후발 경쟁

사들이 생산기술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동안 국내 

독점 공급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까다롭고 기

술력이 요구되는 필름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였

으며, 산업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임팩

트 코폴리머의 품질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

았다.

이외에도 첨단기술(high technology)로 분류되는 

부직포용 파이버(� ber) 시장에서도 주요 공급 회

사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GS칼텍스는 필름 분야 

제품, 부직포용 파이버 제품, 임팩트 코폴리머 및 

랜덤 코폴리머 등 거의 전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

였고, 전량 수입하던 온돌 파이프용 제품도 랜덤 

24) 생성기술을 통하여 뛰어난 내압특성 및 내크랙 저항성을 가진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소재

25) 개발에 참여한 주요 엔지니어와 연구원은 정영태(공장장, 현 대표이사),  

 장재권(연구소장), 하현수(책임연구원, 현 기술연구소장), 강갑구(선임연 

 구원, 현 연구2팀장), 백정화(선임연구원, 현 연구3팀장)과 박차규(주임연 

 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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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폴리머로 개발하여 특허까지 확보하였다. GS칼

텍스는 경쟁 업체보다 물성이 개선된 제품을 개

발하여 고객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PP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윤활유 용기(루보트) 

원재료, PP-C 파이프 원재료, EPP 발포 제품의 

원재료와 맞먹는 샘물용 PP병 원재료 등 신제품

도 개발하였으며, 수요 제품 최적화로 약 30종의 

PP를 생산하고 있다.

(2) 복합수지 사업

GS칼텍스는 PP 사업을 영위하면서, 복합수지

(Compounding PP) 분야가 큰 시장규모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주로 자

동차와 가전업체에 PP를 공급해 왔는데, 이 회

사들은 복합수지 수요가 PP보다 많아 복합수지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

년 후반 PP 고객 중 하나인 대형 가전사 요청을 

계기로 GS칼텍스는 여수공장의 가공동에 실험

실 수준보다 약간 더 큰 기계를 도입하여 복합

수지 개발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가전 고객사

의 원가 절감 방안으로 PP보다 가격이 비싼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나 HIPS (High 

Impact Polystyrene) 등의 일부를 대체하는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청소기와 세

탁기 등에 적합한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복합수

지 생산규모가 커지면서 여수공장 내에서 생산을 

지속하기에는 분위기나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자동차 용도의 복합수지도 개

발·공급함에 따라 2004년 인근의 별도 공단으

로 이전하여 본격 사업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가전사 요구에 따라 소량씩 생산하여 판매하였

으나 이후 보다 근본이 되는 시장인 자동차 용도

를 개발하기 위하여 약 2년에 걸쳐 인비저블 인

스트루먼트 패널(Invisible Instrument Panel, Crash 

Pad라고도 함)을 개발하였고, 2002년 현대자동

차와 공동으로 장영실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

인 자동차용도 복합수지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

후 복합수지 포트폴리오를 확장, LFT (Long Fiber 

Thermoplastics)와 TPE (Thermo Plastic Elastomer) 

제품을 선보였다. LFT는 유리섬유 등 장섬유를 

도입하여 기존 일반 복합수지보다 강성과 내충격

성이 더 높은 강인한 특성을 가지며, TPE는 고무

처럼 질기고 촉감이 부드러운 점과 고무와 달리 

사출을 통한 가공과 재활용이 가능하다.

LFT 제품 개발은 생산설비의 라이선스 획득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GS칼텍스는 여수

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강

화해 온 일본 고베 스틸(Kobe Steel)의 Twist LFT 

기술을 도입하여 2008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하

였다. 당시 국내 LFT 시장은 타 업체에서 독점하

고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이 성장기에 들어서

고 있었다. LFT는 트위스트(Twist) 타입과 논-트

위스트(non-Twist)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

에서 GS칼텍스가 유일하게 트위스트 타입을 도입

하여 2017년에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초

기에는 고베 스틸의 라이선시에 불과하였으나, 사

용자 측면에서의 생산성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짐에 따라 대등한 관계로서 신증설 설비에 대

한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초기에는 LFT 제품 설계 시 타 LFT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유리섬유 함량에 따라 제

품을 구분하는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였다. 

그러나 일반 복합 제품을 개발하면서 체득한 고

객지향적 사고방식과 고객 맞춤 소재 개발 경험

을 바탕으로 조금씩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

시키는 특화된 LFT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2013

년 자동차 인스트루먼트 패널용 내충격 LFT 소

재 개발에 성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기

술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 자동차 선루프 프레

임용 탄소섬유 LFT 소재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 

SPE Automotive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을 받

았다. LFT는 GS칼텍스 복합수지 통합 브랜드인 

‘하이프린(Hi-Prene)’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

TPE는 자동차용 에어백 슈트(Airbag Chute)가 주

요 개발 성공사례이다. 에어백 슈트는 에어백이 

팽창할 때 문을 열어주듯 통로를 확보해주는 부

품이다. 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

저온 및 고온 환경에서 다양한 에어백 전개 시험

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프랑스산 및 일본산 소

재를 사용해 왔다. GS칼텍스는 보다 개선된 첨가

제를 도입하고 컴파운딩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

존 소재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전개 성능이 뛰어

난 TPE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적용하였다.

양적으로 지속적인 팽창을 거듭한 결과 GS칼텍

스는 전 세계 3대 시장(북미, 유럽, 중국)에 모두 

생산기지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제조사가 되었다. 

첫 해외진출은 중국 화북 지역이었다. 화북을 선

택한 것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고속 성장에 따른 국내 고객

사의 중국 진출이 계기가 되었다.

GS칼텍스는 2006년 북경 인근 랑팡시에서 해외 

생산 법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랑팡 공장의 성공

적 시장 진입 이후 GS칼텍스는 추가적인 해외 시

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였다. 중국 화동지역의 가

전 고객 판매 확대를 위하여 상하이 인근의 쑤저

우에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 가동을 시작하

였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로 체코 카르비

나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2013년 가동을 시

작하였다. 미주지역 공략을 위한 최적의 생산지

로 멕시코 몬테레이시 인근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

고 2017년 가동을 시작하였다. GS칼텍스의 외국 

소재 생산 법인들은 현재도 지속적인 증설을 추

출처 : GS칼텍스

<그림 3-20> TPE 제품

Driver Airbag Cover Passenger Airbag Door G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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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국내 3개 및 해외 4

개 생산기지를 통하여 연산 총 27만 톤 규모의 복

합수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GS칼텍스 복합 PP의 주용도는 자동차용으로

는 Instrument Panel (Crash Pad), Door Module 

Panel, Door Trim과 PillarTrim, Glove Box, 

Console, Airbag Chute, FEM (Front End Module) 

Carrier, Bumper Cover, Fan Shroud, Garnish, Sill 

Side Molding, Cowl Top Cover, 공조류(HVAC 

-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Lamp 

Housing과 Sunroof Frame 등이 있다. 또한 가전용

으로는 세탁기(Washing Machine)의 Body Drawer, 

Lift, Inner Door, Gasket, Blower Housing, Duct

와 Drum Tub 등과 에어컨디셔너(Air Conditioner)

의 Drain Pan, Cabinet In, Fan Bose, Turbo Fan 및 

Grill Pan 등이 있다.

3.5.2 메탈로센 폴리올레핀(Polyolefin)

가. LG화학

2015년 세계 3억 톤 이상의 합성수지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이 PE 및 PP 등 폴리올레핀 제품이다. 

다른 소재 대비 가격이 낮으면서도 물성이 뛰어난 

장점 때문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폴리올레핀 제품은 1933년 영국 ICI에서 우연히 

발견된 PE를 시초로 본격 개발·생산되었다. 특

히 중합용 촉매 개발과 함께 폴리올레핀의 산업

도 동반 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

년대에 필립스 페트롤리엄(Philips Petroleum)의 크

롬 촉매 및 치글러(Karl Ziegler)의 티타늄 촉매 개

발과 함께 HDPE의 상업적 생산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나타(Giulio Natta)는 티타늄 촉매를 개선하

여 새로운 입체 규칙성 구조의 PP를 개발함으로

써 합성수지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 이후 

폴리올레핀 산업은 양적 성장을 가속화하였다.

1976년 독일 카민스키(Walter Kaminsky)가 메탈로

센(metallocene)이라는 단일 활성점 촉매기술을 개

발함에 따라 고분자 구조제어는 물론 필요한 물

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폴

리올레핀 산업은 질적 성장도 추구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미국 다우와 엑손 등은 메탈로센 기반 

폴리올레핀 신제품을 출시하여 고부가 수지 시장

을 선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폴리올레핀 시장

은 기존 치글러-나타 촉매 기반의 범용 수지와 

메탈로센 촉매 기반의 고부가 수지로 시장이 양

분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부가 수지 중

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육성법」 기반하에 촉매 및 공정 기술을 선진국으

로부터 도입하여 울산, 여수와 대산석유화학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기초 유분 및 폴리올레핀을 생

산하기 시작하였다. 폴리올레핀의 원재료로 국내 

기업들은 나프타를 주로 이용하였지만, 해외 기업

들은 셰일가스, 천연가스, 석탄 등 저렴한 원재료

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원가 열세를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했다. 고부가 제품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은 1993년 LG화학이 메탈로센 촉

매를 연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LG화학은 외부 

기술의 도입 없이 독자적으로 1998년 슬러리 공

정을 기반으로 한 메탈로센 PE의 상업화에 성공

하였고, 고부가 폴리올레핀의 지속적 연구를 바

탕으로 2008년 엘라스토머, 2015년 메탈로센 PP

를 국내 독자 기술로 생산하였다.

(1) 기술도입기 : 자체 기술로 국내 생산 개시

LG화학은 1993년 메탈로센 촉매 기반의 고부가 

폴리올레핀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는 글로벌 경쟁 

기업들보다 10년 이상 늦은 시점이었다. 당시는 

메탈로센 촉매의 원천특허를 경쟁 기업들이 독

점하고 있어서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LG화학은 오재승 박사 등이 중심이 되어 1997년 

독자적 메탈로센 담지 촉매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공성과 유동성 및 표면 특성이 우수한 합성수

지를 생산하였다. 슬러리 공정에서 이 촉매를 이

용한 회전 성형(rotomolding) 제품 양산에 성공하

면서 연구 및 개발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기

존 치글러-나타 촉매와 달리 신규 메탈로센 촉매

의 사용은 정밀한 분자구조 제어를 가능하게 하

였다. 그 결과 수지의 용융 및 냉각속도, 용융체

의 유동 특성과 성형품의 결정구조 모두 개선되

어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였으며, 생산시간을 25% 

이상 단축하여 15%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

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당시 국내 유화 업계로 보면 석

유화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일대 사건이었

으며, ‘범용 합성수지만 대량 생산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

지는 미국의 엑손과 다우, 일본의 미쓰이와 미쓰

비시화학 등 세계적으로도 몇몇 기업만 메탈로센 

촉매 개발에 성공, 상업화 초기단계에 돌입한 상

태였다. 이 성과를 통하여 LG화학 폴리올레핀 연

구팀은 국내 폴리올레핀 산업계에서 최초로 메탈

로센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팀은 1999년 4월에는 

신기술(KT) 인증, 10월에는 IR52 장영실상을 수

상하였다.

(2) 기술체화기 : 기술의 완전 국산화

고부가 폴리올레핀 소재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

자와 연구 결과 LG화학은 2005년 11월 냉온

급수관용 PE (PE-RT - 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resistance)을 출시하였다. 대구경 파이

프용 PE의 경우 밀도가 높은 HDPE가 많이 사용

되고 있었다. 한편 바닥 난방과 급수급탕 용도로 

사용되는 소구경 제품의 경우 파이프 제조 시 체

인 사슬을 가교시키는 가교형 PE-X나 1-옥텐 공

단량체를 사용하는 비가교형 C8 PE-RT가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비가교형 제품은 공단량체 분

포가 우수하지 못하여 물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2004년부터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한 PE-RT 신소재

는 1-헥센 공단량체를 사용하지만 촉매 및 고분

자 구조 설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존 

제품보다 가공 특성과 내압 특성이 월등히 우수

하였다. 특히 신규 메탈로센 촉매의 차별화된 혼

성 담지 촉매(hybrid supported catalyst) 기술은 단

일 반응기에서도 다정분자량 분포(multi-modal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구현이 가능한 고유

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E 신소재는 

촉매, 중합공정과 제품 설계기술 모두 자체 개발

한 100% 독자 기술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생

산성을 20% 이상 향상시켜 제조원가를 낮췄다. 

그뿐만 아니라 촉매 교체만으로 기존 공장에서 

바로 생산이 가능한 ‘드롭-인 캐털리스트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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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로지(Drop-in Catalyst Technology)’를 구현함으

로써 신규 공장 건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를 절감

하면서도 고부가 가치의 폴리올레핀을 생산할 수 

있었다.

2007년 LG화학은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며, 고

부가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2008년 개발을 주도한 노기수 박사는 메

탈로센 촉매기술의 국산화 및 상업화 공로로 한

국화학공학회 촉매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다른 

국내 폴리올레핀 기업에게 메탈로센 촉매기술을 

도입한 제품 개발이 가능함을 알려준 계기가 되

어 국내 화학 산업계에 큰 기술적 파급 효과를 

주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동의 대규모 석유화

학단지 건설에 따른 저가 범용 제품이 유입되었

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국내 기업들이 저가 폴

리올레핀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자제하기 시작하

면서 국내 폴리올레핀 산업은 고부가 스페셜티 제

품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LG화학은 

당시 엑손, 다우, 미쓰이 등 전 세계 3개 회사에서

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었던 메탈로센계 에틸렌·알파-올레

핀 엘라스토머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에틸렌계 탄

성중합체인 엘라스토머는 합성고무와 유사한 탄

력성 등 독특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연평균 성장

률 10% 이상의 고부가 폴리올레핀이지만, 핵심기

술의 개발 난이도와 특허 장벽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 이충훈 박사팀은 

2004년부터 독자적인 메탈로센 촉매기술 연구와 

함께 기존 LLDPE 용액 공정에서 고부가 엘라스

토머를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 용액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2008년 세계 4번째로 엘라스토머의 상

업화에 성공하였다. LG화학의 엘라스토머는 기

존 제품 대비 가공성이 뛰어나고 충격강도와 탄

성이 우수하여 차량 내외장재의 물성 보강용으

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발 밑창

용 소재, 전선 배합용 소재, 차음재 및 압출 코팅

용 등 넓은 분야에 적용되었다. 이충훈 박사는 메

탈로센 신물질 촉매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

행 및 촉매 효율성 증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

로로 2009년 제1회 화학산업의 날 장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연구팀은 2007년 신기술(NET) 인증 및 

2011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LG화학이 후발주자로 뛰어들며 시장 점유

율을 높여 나가자,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미쓰이

화학과 다우케미컬은 2009년 LG화학에 각각 특

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쓰이화

학이 2010년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다우케미컬이 

2012년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하

였다. 이로써 LG화학의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제조기술은 독자성을 인정받았다. LG화학은 폴리

올레핀 엘라스토머를 2016년 연간 약 9만 톤 규모

로 생산하였으며, 그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

라 2018년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량

을 연간 29만 톤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3) 기술선도전환기 : 국내 기술의 고급화

LG화학연구소 이기수 박사팀은 메탈로센 혼성 

담지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 최초로 

슬러리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고강력사 상업화에 

성공하여 로프, 어망, 타포린 등으로 적용하였다. 

연구팀은 고공중합성 메탈로센 혼성 담지 촉매기

술을 개조하여 2013년 고가공성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상업화에도 성공하였다. 이 

제품은 공단량체 분포 및 긴 가지 분포를 각각 

조절하여 투명도와 가공성이 뛰어나다. 이 점을 

인정받아 연구팀은 2015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

하였다.

PP에 대한 고부가화 연구는 국내외 많은 석유화

학 기업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PP용 고입체 규

칙성 메탈로센 촉매 제조기술에 어려움이 있었

고, 치글러-나타 촉매와 스윙 생산에도 한계가 

있어 메탈로센 PE에 비하여 공급량이 한정되어 

시장 점유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치글러-나타 

촉매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전

략과 함께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인 라이온델 바

젤(Lyondell Basell), 토탈(Total), 엑손을 중심으로 

메탈로센 PP 신제품 개발을 이원화하였다.

LG화학은 약 20년간 축적된 고부가 폴리올레핀

용 메탈로센 촉매와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2011년

부터 고부가 PP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PP는 주원료에 알파 치환체가 있어 중합 후 입

체 규칙성에 따라 이소택틱, 신디오택틱과 아택틱

의 다른 수지가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소택틱 

PP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입체 규칙성을 조절

하기 위해서 메탈로센 촉매 구조 중에서 라세믹 

형태의 고순도 촉매 전구체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낮은 생산성과 공정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활성, 고효율 담지 촉매 제조기술의 확

보가 필요하였다.

LG화학 연구소의 전상진 박사팀은 자체 개발한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하여 2014년부터 기존 벌

크 슬러리 공정에서 시양산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여 세계 4번

째로 사출 성형용, 자동차 컴파운드용과 섬유용 

등 고부가 PP를 출시하였다. LG화학의 고부가 PP

는 분자량 분포 및 입자 형상을 정밀하게 제어함

으로써 범용 수지 대비 우수한 강도와 가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일렌 용출 비율이 낮아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친환경 및 경량화 트렌드에 따라 자동차 내

장재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의 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LG화학의 고부가 PP는 유럽 

규격(VDA277)에 부합하기 때문에 차량용 장섬

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등의 용도로 새롭게 

개발되었다. 기저귀와 위생용품으로 널리 사용되

는 부직포 원료인 스펀본드용 PP는 저평량 고강

도 특성으로 인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LG화학의 전상진 박사 연구팀은 

2015년 고효율 담지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한 섬

유용 Homo PP 제조기술로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4) 기술선도기 :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과 수출

LG화학은 약 25년간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분야의 R&D 전문화를 위

하여 2015년 메탈로센 폴리올레핀 연구센터를 발

족하였다.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 내에서 80여 

명의 연구원들이 실험실 단계부터 파일럿 단계를 

거쳐 양산 단계까지 폴리올레핀 구조설계, 메탈

로센 촉매 및 중합공정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

다. LG화학은 2016년 연간 36만 톤 메탈로센 폴

리올레핀을 생산하여 약 5,300억 원의 매출을 기

록하였다. 약 55% 수준의 고부가 폴리올레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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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비중을 2022년까지 75%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

지고 있다.

나. 대림산업

1986년 「공업발전법」 발효로 석유화학 시장은 수

직계열화 체제로 변모하였다. NCC만 보유하고 있

던 대림산업은 연관된 폴리머 제품 생산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여수석유화학단지에 1989년 HDPE 

공장, 1993년 PP 공장과 1994년 LLDPE 공장을 잇

달아 가동하면서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19 9 4년 대림산업이 가동한 L L DPE  공장

(SPHERILENE 공정)은 1992년 라이센서인 하이

몬트(HIMONT, 현 라이온델 바젤)가 파일럿에

서 시험생산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에 성공한 공장이다. 당시 대림산업은 

PP와 PE 폴리머 공장을 즉각 건설할 필요가 있었

다. 비록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PE 기술이었지

만 하이몬트 PP 기술에 대한 이점과 역량을 믿고 

기상공정의 PE 생산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이었

다. 이후 대림산업은 1996년 이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LLDPE 공장을 신설하였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고 라

이센서인 하이몬트는 PE 기술과 상업 공장 경험

이 부족하여 공장 건설, 시운전 및 상업운전 등

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렇기 때문에 대림산업의 공장 설계와 건설 및 운

전 노하우가 상당히 접목되었다. 마케팅과 연구

개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공장과 기술을 

만들기 위하여 하이몬트와 조인트 리서치 방식으

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인트 리서치

란 기술을 허용하되 연구비 일부를 분담하고 개

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대림

산업은 상업적 성공까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

었고, 많은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여 발전할 수 있

었다. 이후 대림산업이 100% 자체 기술을 통하여 

메탈로센 PE 공장으로 개선한 것은 이때부터 축

적한 역량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대림산업은 1995년 

1월 공장 착공, 1996년 9월 시운전과 10월 상업 

가동을 실시하였다. 20개월의 짧은 시간에 설계, 

구매, 기계적 준공, 운전 준비 및 시운전을 완수

한 것은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

다. 특히 운전 준비와 시운전 기간 동안에 2조 2

교대 근무를 하면서 가동 시 문제 상황을 점검하

고, 빠르게 해결책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조기 가

동을 이룩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하이몬트의 미검증된 기술을 공동

으로 상업화한 것은 라이센서와의 깊은 신뢰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운영과 기술적 역량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독자 기술

개발의 성공은 양사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하이몬

트는 기술의 상업적 검증을 완료하고 9개 기술 판

매실적을 기록하였고, 대림산업은 최초 도입된 기

술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

로 1997년 IMF 외환위기에도 생존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였다.

PE 공장은 그 후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생

산성을 향상하였다. 특화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반응기 용적을 확대하였고, 공정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에 방해되는 케미칼 투입을 억제하는 

등 꾸준한 개선 활동을 통하여 연 10만 톤 규모

의 공장을 16만 톤까지 확장하였다. 연구개발과 

공장 현장 운영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적 아이디어가 매년 200건 이상 제안되었으며, 이

를 공정에 적용하여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비록 

기술은 외국에서 탄생한 것이었지만 생명력은 여

수에서 얻었다. 대림산업은 이러한 도전 정신을 

통하여 메탈로센 PE의 국내 최초 상업화를 달성

하였고, 라이센서 기술을 완전히 자체 기술로 개

선할 수 있는 고유 역량을 갖추었다. 기술을 수입

하여 생산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안정적 생산능

력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

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1) 메탈로센 LLDPE 기술 독자 개발

PE는 석유화학의 대표적 제품으로 원료와 공장

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생산이 가능한 제

품이다. 이 때문에 평범한 제품 품질 수준으로는 

저가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과 경쟁할 수 없었

다. 실제 과거 미국과 유럽의 선진 국가에게 있던 

범용 PE의 주도권은 동북아시아로 이동하였고, 

지금은 다시 더 값싼 원료를 보유한 서남아시아

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쟁 우위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만 생존하였다.

대림산업은 1989년 슬러리 공정을 도입하여 

HDPE를 생산하면서 공정 운영과 생산 노하우

는 상당 정도 축적하였다. 그렇지만 원료(나프타) 

수입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와 크지 않은 내수 시

장 규모로 인하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은 사업

의 장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당장은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 등 해외 수요의 성장을 바

탕으로 한 수출 확대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추후 닥칠 중국의 자급률 증가와 저원

가 기반의 중동 제품 유입은 위기의식으로 이어

졌다.

생존을 위해서 고부가 제품의 개발은 반드시 필

요하였다. PE의 대표적인 고부가 제품은 메탈로

센 PE이다. 기존의 지글러-나타 촉매 대신 메탈

로센 촉매는 뛰어난 물성과 사용자의 요청에 부

합할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용이하였다. 이에 메탈

로센 PE 개발로 집중되었다. 당시 다우나 엑손 등 

선두 개발 업체들은 자체 생산·판매에 집중하면

서 필요하면 기업 합병을 통하여 메탈로센 PE를 

생산·판매하였다. 선두 업체들은 이 같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독자적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였

다. 이들은 기술을 전수하였다가 시장을 잠식당

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후발주자였던 한국의 

업체에게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은 낮았다.

결국 해답은 독자 개발밖에 없었다. 대림산업은 

1994년 젊은 연구원들을26) 카이스트 산하 관련 

연구소에 파견하여 6개월간의 기초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미 시장을 선

도하고 있는 다우, 엑손과 같은 세계 유수 메이저 

업체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다. 심지어 그들도 

10여 년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성공한 

제품이었다. 기초 연구 단계에서 연구원들을 괴

롭힌 것은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의 부재였다. 당시 

한국에서 메탈로센 PE는 불모의 영역이었다. 때

문에 다른 품목과 달리 앞선 연구를 발판삼아 새

로운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존재하

지 않았다. 참고문헌도 처음부터 일일이 탐색하

26) 전용재 등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3장
석유화학 산업

306 307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며 발굴해야 하였고, 작은 실험 데이터 하나도 모

두 소중하게 다뤄야 하였다.

그런 축적의 시간을 4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파

일럿 공장에서 시험생산을 시도할 수 있는 수준

에 도달하였다. 1998년 파일럿 공장에서 상업화

를 위한 시험생산을 처음 시도한 이래, 2003년까

지 5년간 17회에 걸친 시도 끝에 첫 제품 생산에 

성공하였다. 5년간 17번의 시도는 많지 않은 것으

로 보이지만, 이는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10년 

또는 20년의 긴 시간과 수백억 달러의 연구비용

을 투입하여 달성한 것과 비교한다면 짧은 기간

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다. 파일럿 공장에서 제품 

생산이 성공함에 따라 상업생산도 가능할 것 같

았다.

그러나 같은 해 슬러리 공정에 적용한 1차 시생산 

시도가 실패하였고, 이듬해인 2004년 시도한 2차 

시생산마저 실패로 귀결되었다. 처음으로 선진 기

술의 높은 기술적 장벽의 한계를 맛본 순간이었

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계속 매

달렸다. 연구소, 공장과 본사 조직 모두 메탈로센 

PE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적 목표 아래 합심하여 

아이디어를 내면서 공정을 개선해 나갔다. 때로

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기도 하였고 내부

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2005년 슬러리 공정에서 3차 시생산에 성

공하였다.

곧바로 기상공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상공정에

서 메탈로센 PE 생산은 슬러리 공정보다 더 어렵

다. 왜냐하면 이는 공정 내 반응을 구현하는 조

건이 더 까다롭고 방해요소도 많았으며, 가스 기

반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촉매 반응을 이끌어 내

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LLDPE 제품군

을 메탈로센 PE로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였다.

2006년부터 기상공정 적용을 위하여 총 13회에 

걸쳐 시생산을 실시하였다. 이때도 실패의 연속이

었다. 13번 실패가 반복되는 동안 해가 바뀌었고, 

연구팀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 날도 잊고 모두 

실험에 몰두하였다. 이때도 슬러리 공정에서 시생

산에 성공한 것처럼 확고한 목표 아래 연구소-공

장-본사가 협업하였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내리

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수용하자 길이 보

이기 시작하였다. 공정 구현의 조건을 찾아낸 것

이다.

2007년 4월 국내 최초로 기상공정에서 메탈로

센 PE를 상업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처음 개발

에 착수한 이래 16개월이 지난 일이었다. 기상공

정에서 시팅(Sheeting) 및 플러깅 트러블(Plugging 

Trouble)을 억제하고 고품질의 LLDPE를 생산할 

수 있는 메탈로센 담지 촉매를 개발하였다. 엑손

모빌, 다우케미컬, 미쓰이화학 등 해외 메이저 선

발 업체만 메탈로센 LLDPE를 상업생산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림산업은 기존 메탈로센 LLDPE 대비 

동등 내지 우수한 물성과 동시에 보다 향상된 가

공성을 구현하였다. 메이저 업체 제품의 국내 수

입 억제 효과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하여 기술력

을 인정받았다.

대림산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편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의 개발에 매진하

였다. 10여 개 이상 신규 그레이드와 신규 촉매를 

개발하였고, 단위 촉매당 폴리머 생산성 증대에 

대한 최적화를 완료하였다. 이미 무수한 실패를 

통하여 축적된 연구 결과와 경험은 제품 개발의 

자양분이 되었다. 2010년 5월 가공성을 개선한 사

일리지용 제품 개발 성공을 시작으로 2010년 12

월 고객의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킨 신규 제품을 

개발하였다. 2011년 4월에는 메탈로센 초저밀도 

폴리에틸렌(mVLDPE)을 국내 최초로 기상공정에

서 생산할 수 있는 촉매와 이에 알맞은 기상 중합

조건을 확보하였다. 2016년 기준 기상공정 공장에

서 18만 톤/년을 생산 중이다.

2013년 기존 제품 ‘PERT Ⅰ’과 비교하였을 때 물

성과 가공성이 뛰어난 ‘PERT Ⅱ’ 제품이 개발되

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바이모들

(bimodal) 촉매로 단일 반응기 슬러리 공정에서 

개발된 것으로, 2회의 시생산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현한 결과였다. 이 기술을 통하여 메탈로센 바

이모들 내지 멀티모들(multimodal) 폴리에틸렌을 

중합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의 

2개 이상의 반응기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보

다 운전비용 및 생산 에너지를 절감하고, 보다 균

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촉매기술

을 확보하였다. 2016년 대림산업의 바이모들 촉매

기술을 토대로 PE100 Pipe 제품을 슬러리 반응기

에서 개발하였다. PE100 Pipe 제품은 생산과정에

서 몇 차례 반응기 문제를 겪어 개발 성공까지 많

은 난관을 겪은 제품이었다. 관련 부서들의 많은 

고민, 토론, 아이디어 발굴 및 이를 실행에 옮기

는 노력의 결과였다.

대림산업은 2014년 기존 메탈로센 LLDPE의 가

공성을 개선한 EPPE (Easy Processing Polyethylene)

를 국내 최초로 기상 반응기에서 개발하기도 하

였다. 기존 메탈로센 LLDPE의 단점인 가공성 열

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주사슬에 장

쇄분지를 도입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였다. 이

로써 가공성 개선을 위하여 블렌드하여 사용하

는 LDPE를 대체할 수 있었고, LDPE 블렌드 비용

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저가 원료 기반

의 중동산 제품과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

화하고, 성형과정에서 전기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증대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증대되었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제품으로 기상 변화에 따른 농작

물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신기술 및 공정 개발 성공부터 고객을 위한 맞춤

형 제품 개발까지 20년의 연구와 생산의 노력으

로 대림산업은 2011년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었

고, 2014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미

국 에탄크래커 기반 PE의 시장 유입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다. SK종합화학

고부가 엘라스토머 소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SK종합화학은 2004년부터 자체적

으로 단일 활성점 메탈로센 촉매 연구를 시작하

여 넥슬렌(NexleneTM) 촉매를 개발하였다. 이 촉

매를 활용하여 고분자의 공단량체 함량과 분자

량 분포 등 미세구조를 균일하게 조절함으로써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수지를 제조할 수 있

는 기술을 국산화하였다.

또한 SK종합화학은 단일 공정에서 엘라스토머 제

품부터 MDPE (Medium Density Polyethylene)까지 

생산이 가능한 중합공정을 개발하였다. SK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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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은 이러한 두 가지 모드로 스윙(swing) 생산

이 가능한 다단 용액 중합공정(Bimodal Solution 

Process)을 기반으로 2015년 10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사빅(SABIC)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울산

에 연간 23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

하여 고부가 제품을 생산 중이다.

(1) 기술선도기 

: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과 수출 - 고성능 폴리올레핀 

제조기술

중동의 물량 공세와 중국 시장에 집중된 수출 구

조로 인하여 국내 폴리올레핀 산업은 큰 어려움

에 직면하였다. 하나는 자체 생산한 원유에 기반

을 둔 저가 원료를 바탕으로 다운스트림을 추구

하는 중동지역의 범용 제품 신증설 물량에 따른 

문제였다. 또 하나는 선진 기술을 통하여 생산한 

글로벌 라이센서들이 고부가 제품 시장을 독점하

는 문제였다. 이로 인하여 내수 시장과 중국을 위

주로 한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폴리올레핀 생산공정은 지글

러-나타라는 비균질성 촉매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분자량과 조성 분포가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

서 제품의 내충격성과 포장재로 사용할 때 열봉

합성 부족과 잔유물 생성 등 위생 측면에서 소비

자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용 제품

은 제조원가가 저렴한 중동산 신규 물량이나 중

국의 자국 생산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 경쟁

력이 낮아 수출 위주의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에

게는 큰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동과 중

국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고성능 폴리올레핀 제

품으로 경쟁하는 차별화 제품 전략이 필요하였

다. 단일활성점 메탈로센 촉매는 폴리에틸렌 생

산 시에 분자량과 조성 분포를 조절할 수 있어 용

도에 따른 고성능 제품 생산이 가능하였다. 하

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다우(Dow)와 엑손모빌

(Exxon Mobil) 등 일부 메이저 글로벌 유화사들은 

해당 기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일 활성

점 촉매와 공정 기술을 자체 개발하지 않으면 확

보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 단일 활성점 촉매를 개

발하여 일부 제품에 대하여 생산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도입한 기존 공정에 적용하는 한계와 높

은 제조원가로 촉매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

었다.

이에 SK종합화학은 폴리올레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능 폴리에틸렌(NexleneTM)을 

생산하는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단일활성점 촉

매부터 고유의 생산공정, 용도별 제품 조성 등 고

분자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동시다

발적으로 진행하였다. 독자 개발을 우선적인 목

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SK종합화학 고유의 기

술로 고온 용액 중합용 촉매를 개발하였다. 해

당 촉매는 폴리에틸렌 중합 시에 사용되는 공단

량체(부텐-1, 헥센-1, 옥텐-1 등)에 대한 공중합 

성능이 우수하여 저밀도의 엘라스토머에서부터 

HDPE 중합까지 다양한 제품군의 생산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촉매 활성이 우수하여 제

품 생산량이 기존 촉매 대비 매우 높아 제품원가 

경쟁력도 탁월하였다.

2008년에는 자체적으로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

여 공정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성능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넥슬렌 공정은 두 개의 반응기를 통하여 반응기 

상호간 비율, 분자량과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국

내 최초의 독자 공정 개발사례이다. 2009년 SK종

합화학의 울산단지 내 독자 기술로 데모 플랜트

를 설계·건설하여 시운전에 성공하였고, 국내 고

객사 대상으로 고성능 폴리에틸렌의 제품 적용 

테스트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제품이 내충

격성, 열봉합성, 투명성, 위생성 및 가공성 등 측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성능을 갖고 있음

을 검증 받았다.

(2) 국내 폴리올레핀 산업 최초로 촉매공정 및 

제품 독자 개발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 기술의 연구개발

이 진행되었다. SK종합화학의 축적된 시장과 제

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용도별 최적화

된 물성을 갖는 제품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시 3대 기술개발 핵심요

소인 ①제품의 독창적인 성능, ②제품 생산성을 

위한 가공성, ③최종 소비자를 위한 제품의 위생

성을 모두 충족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SK종합화

학은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한 제품 기획력, 테스

트 수행 및 제품 정착의 단계별 개발능력을 보유

하게 되었다.

SK종합화학은 2014년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처

음으로 자체 엔지니어링 기술로 상업공장의 기

계적 준공을 완료하였다. 그 후 온-스펙(on-

speci� cation) 제품 생산을 위한 실증 연구 지원을 

진행하였다. 촉매, 공정, 제품 기술 모두를 자체 

기술로 완성한 데 이어 공장설계와 운전에도 모

두 SK종합화학의 고유 기술을 적용하였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상용화를 위하여 설계 조

율과 운전조건 재설정 등 다각적 기술 지원이 필

수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

로써 온-스펙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였고 2015년 

10월 넥슬렌 공장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넥슬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품질과 엘

라스토머 제품부터 MDPE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군, 우수한 촉매 활성과 제조원가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폴리올레핀 원천기술로 SK종합화학 기술

력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국내 폴리올레핀 산업 

최초로 촉매공정과 제품을 독자 개발한 첫 사례

이며 축적된 노하우는 향후 국내 폴리머 산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독자 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는 우리나

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소수의 글로벌 메이저 라

이센서에의 기술 예속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

가 해외 기술수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넥슬렌 기술

은 다양한 개방형 혁신을 통하여 학문적 연구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수행하여 촉매·공정·제품 개

발의 원천기술을 확보한 좋은 사례이다. SK종합

화학은 국책과제인 ‘고강성 PE 소재 제조기술 개

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고려대학교와 함께 

‘Nexlene Technology based Single Site 폴리에틸렌의 

구조와 유변학적 물성 간 상관관계 연구’ 등의 프

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었다.

SK종합화학은 넥슬렌 기술을 토대로 2014년 1

월, 울산에 연산 23만 톤의 메탈로센 폴리올레

핀 상용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어 2015년에는 세

계 2위 화학그룹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초산업공

사(SABIC)와의 합작 법인인 SABIC SK Nex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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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SNC)를 설립하여 고성능 폴리에틸렌

을 전 세계 58개국에 판매 중이다. 2017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에 제2공장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다.

이러한 성과로 SK종합화학은 2010년 과학기술진

흥 유공자상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2011

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받

았다. 그리고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화

학산업 발전 유공자상과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연구 성과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3.5.3 폴리부텐

폴리부텐(PB – Polybutene)은 NCC 공장에서 분

리된 C4 유분 중에서 얻은 이소부틸렌만을 저온 

양이온 중합기술로 선택적으로 반응시켜 제조되

는 분자량 300~3,000의 고점도 투명 액상 폴리머

이다. PB는 주로 윤활유나 연료의 성능을 향상시

키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선진국의 기술

이전 회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

에 PB의 국산화와 안정적 수급이 필요하였다. 기

업으로서 C4 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C4를 

활용하는 폴리머가 필요하였는데 PB가 이 용도에 

잘 들어맞는 제품이었다.

가. 대림산업

(1) HRPB 개발

1984년 대림산업은 기초 연구개발부터 제조공정

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PB의 상업화를 이루고자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제품과 공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로 문헌 조

사부터 실험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하

였다. 당시 대림산업보다 기술이 발달한 일본도 

자체 개발에 실패한 PB 제조공정 개발을 우리 손

으로 개발하는 것이 곧 산업 발전의 길이라는 신

념 아래 연구에 착수하였다.27)

개발착수 후 약 8년간은 기초공사의 시기였다. 반

복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설

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렇게 해

서 나온 제품의 품질을 평가한 후 다시 자료를 수

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1990년 PB 제조에 필요한 자체 기술개발에 성공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00톤 규모의 

PB 시험설비인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완공

하였다.

하지만, 연구소에서 개발한 공정이 미처 알지 못

하였던 변수들로 인하여 실제 생산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정이라 

참조할 수 있는 선례도 없었다. 결국 해결책은 수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방

법뿐이었다.

생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 길이 보이기 시

작하였다. 공정을 비롯하여 생산절차와 조건의 

절반 이상을 새롭게 설계·수정하였다. 그 과정에

서 PB 공정기술과 생산기술은 기존 업체들과 대

등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1993년 범용 PB의 상

업생산에 성공하였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난

는 동안 대림산업은 연산 6만 5,000톤까지 공장규

모를 늘리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갔다.

그러나 2000년 초부터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

로 떠오르면서 기존 범용 PB에 소량 함유되어 있

는 염소 성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안으로 대

두된 것이 고반응성 PB(이하 HRPB)였다. HRPB

는 범용 PB와 달리 첨가제 제조 시 반응성 제고

를 위한 염소화 반응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염

소 성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

응하는 데 최적이었다. 당시 대림산업이 BASF와 

TPC 등 소수의 대형 글로벌 회사만 생산할 수 

있었던 HRPB 개발에 뛰어든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더하여 기존의 성과에 대

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독자

적으로 PB를 만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업

그레이드한 고반응성 제품도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발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HRPB 개발 

초기 선진국 제품의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하여 

연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으며, 비슷한 제품이

라 하더라도 그 난이도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PB

를 성공시킨 베테랑들도 새로운 연구개발 난이도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맛봐야 했고, 

일부 연구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파일럿 플랜트의 부재도 연구

원들이 느끼는 큰 부담 중 하나였다. 석유화학 공

장은 상업공장 건설 전에 막대한 규모의 상업투

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하는데, 초기 PB 기술을 개발할 때 지었던 파

일럿 플랜트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이처럼 척박한 여건에 더하여 HRPB 신제품은 실

험실 단위의 실험 결과가 파일럿 플랜트 검증 없

이 기존 범용 PB 생산 공장에서 바로 평가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컸다. 또한 여수공장 내 

촉매 제조설비가 없어서 저온이 유지되어야 하

는 촉매를 온전한 상태로 이송하는 문제도 있었

다. 대림산업은 연구소에서 제조한 촉매를 여수

공장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저장용기를 특수 제작

하고, 그 주위의 스티로폼 자켓에 얼음을 보충해

가며 공장까지 어렵게 이송하였다. 이러한 열정은 

HRPB를 자체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원동력

이 되어 2005년에 이르러 생산기술을 완성해냈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양산에 성

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통

과하지 못하면 막대한 자금과 많은 시간 및 노력

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이 사장될 수 있었다. 때

마침 PB 역사와 기술력이 앞서 있었던 일본 업체

도 같은 시기에 HRPB를 개발 완료하여 대림산업

과 글로벌 첨가제사에 공급하기 위한 경쟁을 벌

이던 중이었다. 단 한 곳만 납품사로 선정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탈락하면 그동안의 개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다행

히도 평가 결과는 대림산업에 호의적이었다. 해당 

일본 업체는 여전히 HRPB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

고 있지만 대림산업은 꾸준히 시장을 지키며 증

설까지 시도하였다.

대림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과 시행착오를 바탕

으로 한 역량은 갈수록 빛을 발하였다. 특히 2015

년부터 시작한 증설 작업에서 두드러졌다. 기존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과 달리 증설 공정

은 외부 기술을 도입하였다. 증설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실시하였을 때, 기술 라이센서는 공정

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그간 축적된 생산
27) 대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인력은 윤현기, 김영주, 임병규, 오세생,  

 김명석, 엄재훈, 박민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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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바탕으로 불과 1개월 만에 정상 조업에 돌

입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기술 라이센서도 

감탄할 정도로 빠른 생산이었다.

2015년 대림산업의 PB 기술은 세계 최대 윤활유 

업체인 루브리졸(Lubrizol)에 수출되었다. 한국 석

유화학 산업이 태동한 1964년 이래 최초로 석유

화학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 기술을 수출한 것

이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단순 석유화학 제

품의 생산을 넘어 원천기술을 수출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로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PB 개발에 착수한 1984년 이후 30년 노력의 결과

로 대림산업은 연간 1만 2,000톤 생산에서 출발하

여 2017년 연간 18만 5,000톤을 생산하는 명실상

부한 세계 1위 업체로 거듭났으며, 생산량의 90%

를 수출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비단 생산뿐만 아니라 경쟁사와는 차별화되는 범

용 PB와 HRPB의 병산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공

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가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

에서 차별화된 우수한 기술에 기반을 둔 제품으

로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각종 수상을 통해서도 입증

되었다. 1994년 국산 신기술(KT) 인증서를 획득

하였고, 이듬해인 1995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

하였다. 2000년에는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

에 선정되었고, 2007년 ‘세계 일류상품’ 인증을 받

았다. 2015년에는 또 한 번 ‘IR52 장영실상’을 수

상하였고,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민국 대표 기술 

70선’에도 선정되었다.

3.5.4 ABS

가. LG화학

ABS 수지 제조의 주요 기술에는 폴리부타디

엔 라텍스(PBL - Polybutadiene Latex) 제조, 스

티렌(SM - Styrene)과 아크릴로나이트릴(AN - 

Acrylonitrile)을 그래프트하는 유화중합 그래프트 

제조기술, Mass ABS 제조기술과 메타크릴산메틸

(MMA - Methyl Methacrylate)을 이용하여 복굴

절률을 조절하는 투명 ABS 기술 등이 있다.

PBL 제조기술은 입자크기, 입자크기 분포와 겔 

함량 등을 조절하는 기술로 ABS (Acrylonitrile-

Butadiene-Styrene) 최종제품의 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그래프트 ABS 제조기술

은 1952년 보그워너(Borg Warner)에서 개발된 것

으로 PBL의 존재하에서 SM과 AN을 그래프트 

중합하는 기술이다. 그래프트 된 SAN (Styrene- 

Acrylonitrile copolymer)과 고무의 비율(그래프트

율)이 중요하며, 이는 중합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다. 여기에 SAN 수지를 블렌드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폴리부타디엔 함량을 10~30%로 제조한다. 

충격강도는 고무함량이 약 30%에 달하면 커지지

만 동일 고무함량에서도 그래프트율에 따라 충격

강도가 다르다. 또한 고무의 입자크기에 따라 최

적 그래프트율이 다르다.

ABS 수지는 제법, 사용하는 수지의 조성 및 분자

량, 고무의 종류, 조성, 입자지름, 가교도, 그래프

트율 및 수지와 고무와의 비율 등을 바꿈으로써, 

혹은 제4의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여 그 성질을 

대폭 바꿀 수가 있다. ABS 수지는 용도에 따라 

적합한 특성을 갖는 재료를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

ABS 수지는 인장강도나 강성의 저하 없는 뛰어난 

충격강도를 가진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저온에

서 우수한 충격강도를 갖고 열변형 온도가 높다. 

그밖에 전기적 성질, 내화학약품성과 내유성(耐

油性)이 뛰어나고 가공성도 좋아 사출성형, 압출

성형, 진공성형, 취입성형 및 캘린더 가공 등 모

든 성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ABS 수지는 치

수안정성, 내크립성과 내스트레스크래킹성이 뛰

어나고 광택이 좋은 성형품을 얻을 수 있는 등 

우수한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ABS 수

지의 뛰어난 특성은 이 수지를 구성하는 세 가

지 성분의 특성 즉, SM의 광택, 전기적 성질과 

성형성, AN의 내열성, 강성과 내유성, 부타디엔

(Butadiene)의 내충격성 등에서 유래한다. ABS 수

지는 이들 세 성분의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세 

성분이 적절한 구조로 결합되어 각각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970년대 초반 개발된 Mass ABS는 고무를 SM과 

AN 두 모노머에 용해하여 괴상 연속 중합방식으

로 생산된다. 충격강도, 강성, 가공성과 열안정성 

등이 매우 우수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유화중

합법으로 제조되는 ABS는 제품 내 잔류 유화제 

등의 불순물로 인해 색상 변화와 열안정 저하 등

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Mass ABS는 

괴상 연속 중합방식으로 제조되어 잔류 불순물 

함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색상과 열안정성이 매

우 우수하다. 또한 기존 ABS의 휘발물질로 인한 

냄새 문제와 겔 성분에 의한 표면 악화 등의 취약

점도 크게 개선되었다.

ABS 수지는 연속상에 고무의 미립자가 분산된 2

상 불균일계의 구조로 그 구성성분인 수지와 고

무의 굴절률이 다르다. 이 때문에 계면에서 빛의 

굴절과 산란이 일어나며 그 결과 본질적으로 불

투명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블렌드 폴리머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지와 고무의 굴절률

을 어떤 범위 내로 가까이 하든가, 혹은 고무입자

의 크기를 가시광선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

도로 작게 하면 좋다. ABS 수지에서 예컨대 SBR 

(Styrene Butadiene Rubber)을 고무 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그래프트와 수지 성분으로서 SM과 MMA

를 조합하면 양자의 굴절률을 상당한 정도까지 

일치시킬 수 있어 수지가 투명해진다.

ABS는 <표 3-4>와 같이 품목별 특성에 따른 용

도에 따라 일반, 내열, 투명, 난연, 무광, 도금 

및 압출 등과 같이 그레이드가 구분된다. 국내

에서는 LG화학, 롯데첨단소재, 금호석유화학과 

Styrolution 4개 업체가 ABS를 제조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연산 184만 6,000톤의 생산규모

를 갖추고 있다. 국내 ABS 제조업체 현황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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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도입기 또는 자체 기술로 국내 생산 개시한 시기

① ABS 수지

ABS 수지는 HIPS (High Impact Polystyrene)의 내

충격성을 향상시킨 수지로, 1946년 미국 러버 컴

퍼니(Rubber Company)에서 SAN과 NBR을 멜트

블렌딩(melt blending)하면서 상업생산을 시작하

였다. 1950년대 초반 미국 러버, 보그워너, 유니언 

카바이드 등의 회사는 유화 그래프트 중합기술

을 개발하였다. 1952년 보그워너에서 PBL에 AN

과 SM을 유화 그래프트 제조한 ABS 수지 사이콜

락(Cycolac)을 출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방법이 

ABS 수지 제조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후 

1960년대 기술 진보와 규모 확대에 따라 주원료

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되었고, 수요도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에 따라 몬산토, BF굿리치, 다우 등 

회사들과 일본, 유럽의 많은 회사가 후발업체로 

ABS 수지 제조에 참가하였다. 이중 일부 회사가 

1960년대 괴상현탁중합 기술을, 1970년대 초반에

는 연속괴상중합법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1978년 럭키(현 LG화학)가 JSR(현 

Techno Polymer)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양산을 

시작하였고, 한남화학(현 금호석유화학)이 일본 

스미모토 노가턱(Sumitomo Naugatuck, 현 Nippon 

A&L)으로부터 기술도입하여 생산을 시작하였

다. 뒤를 이어 1989년 제일모직(현 롯데첨단소

재)은 미츠비시 레이온(Mitsubishi Rayon)으로부

터, 같은 해 효성BASF(현 Styrolution)는 BASF(현 

Styrolution)와의 합작으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② ASA 수지

ABS 수지의 내후성을 향상시킨 ASA (Acrylonitrile 

-Styrene-Acrylate) 수지는 아크릴 고무에 SM과 

AN을 그래프트한 공중합체이다. ASA 수지는 내

충격성, 기계적 강도와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고 

내후성이 높은 소재로 외부에서도 장기간 사용

할 수 있어 자동차, 가구, 건축용 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PVC 수지를 대체할 수 있

는 친환경 소재로 용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럭키(현 LG화학)가 독자적으로 연

구개발하여 1990년 본격 양산을 시작하였다. 

ASA 수지의 개발은 동일한 아크릴 고무를 사용

하는 PVC의 내후성 충격 보강제인 AIM (Acrylic 

Impact Modi� er) 개발로 이어졌다. 이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AIM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럭키하이샤

시’라는 제품명으로 플라스틱 창틀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1990년대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무도

장 내후성 부품으로 ASA 수지의 활용도가 높아

졌다. 또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 ASA 수

지가 개발·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용 부

품으로는 주로 사이드 미러와 라디에이터 그릴 

등에 적용되었다. 이후 태생적 한계로 여겨졌던 

ASA 수지의 착색성 문제는 아크릴 고무를 사용

하여 고무 형태(rubber morphology)의 디자인과 매

트릭스 수지의 굴절률을 조절함으로써 해결하였

다. 다양한 색상의 창호, 기와(roof tile) 및 사이딩

(siding) 등의 건축용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2003

년 LG화학의 ASA 수지는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

되었고, 2004년 LG화학은 초내후성 수지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PVC 수지가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

에 따라 친환경 소재로 ASA 수지가 부각되었다. 

ASA 수지는 용도에 따른 요구 물성과 특성 및 다

양한 가공성에 부합하는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데크-시트(deco-sheet), 필름용도 및 메탈 코팅

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용도로의 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ASA 수지는 

ABS 수지와 같은 우수한 물성과 PVC 소재의 다

양한 가공성을 가지면서도 우수한 내후성을 장점

으로 소재의 고급화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과 기

술발전이 기대된다.

품목 특성 용도

일반 고충격, 고유동, 고광택, 도장용 헬멧, 파이프, 진공청소기, 세탁기, 장난감, 전화기

내열 고광택, 내스크래치성, 원가절감(도장 가격 및 불량률 감소) 자동차 내외장재, 전기전자 제품 하우징

ASA 일반용, 압출용, 내열용 자동차, 오토바이, 건축자재

투명 고충격용, 압출용, 내화학성용 장난감, 전기전자 제품 하우징

난연 비할로겐, 고유동용, 내열용

TV, 모니터 하우징, TV / OA 하우징, VCR, 프린터, Fax, 

전자레인지, 디지털 카메라, 캠코터, 컴퓨터, CD-ROM, 

베젤, 아답터 등

무광 내열용, 극초내열용 자동차 내장재

고경도 고광택, 내스크래치성 TV / Monitor, DVD / Audio, 공기청정기

도금 고유동, 고충격 자동차부품(라디에이터 그릴, 도어핸들, 허브캡), 세탁기 도어

압출 고유동, 고충격, 일반 냉장고용 시트, 서류가방, 보빈

Blow 

Molding 
내열성 자동차 외장재(Spoiler, Bumper Guard 등)

<표 3-4> ABS 품목별 특성 및 제품용도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Company Plant Location 2011 2014 2019 Raw Material and Process Remarks

Cheil
Yeosu, 

Jeollanam-do
430 520 520 ABS, emulsion process -

Kumho 

Chemicals
Ulsan 250 250 250 ABS, emulsion process From Miwon

LG Chem
Yeosu, 

Jeollanam-do
650 800 800 ABS, emulsion process -

Styrolution
Ulsan 76 76 76 ABS, emulsion process

Ulsan 200 200 200 ABS, mass process -

Total 1,606 1,846 1,846

<표 3-5> 국내 ABS 제조업체 현황(2014 기준) (단위 : 천 톤/년)

출처 : IHS Chemical estimat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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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체화기 : 기술의 완전 국산화

① PBL 고속반응법과 대구경 입자 제조응집 기술

일반적인 유화중합에 의한 PBL의 입자크기는 

300~400nm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제조하

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반응시간이 소요

되었고 시간 단축은 ABS 생산성 향상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1990년 100nm의 PBL을 10시간 내외로 제조하여 

300~400nm로 증대하는 응집방법을 자체 개발하

여 독자적인 PBL을 제조하였다. LG화학은 1993년 

독자 공정으로 개발한 PBL을 이용한 바이그래프

트 ABS 수지 개발로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유화중합법으로 제조되는 그래프트 ABS는 라텍

스로부터 응집공정을 거쳐 습식 분말 형태로 얻

은 후 이를 건조하여 분말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

다. LG화학은 1990년 중반 건조공정을 없애고 바

로 펠렛으로 압출하는 직접 압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였다.

② 내열 Bulk SAN

일반 ABS 수지에 내열도를 부여한 내열 ABS 수

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열성을 갖는 원재료

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ABS 제조공정 및 물성 구

현 측면에서 매트릭스로 사용되는 SAN의 개질

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목적의 내

열 SAN 개발을 위하여 SM 대신 대표적인 내열

성 모노머인 α-Methyl Styrene (AMS)을 사용하여 

AMS-AN 공중합체를 제조하였다. 기존 SAN 경

우 내열도를 대표하는 물성인 유리전이온도(Tg - 

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105~110℃ 수준이나 

AMS계 내열 SAN의 경우 Tg가 125℃ 이상 구현

될 수 있어 내열 ABS 수지 특성에 만족하는 물성

을 확보하였다.

LG화학은 1999년 자체 연구 개발한 기술을 이

용하여 AMS-AN 내열 Bulk SAN을 양산하여 

내열용 ABS 수지의 품질을 향상하였다. 또한 

N-Phenyl Maleimide와 같은 고내열용 모노머를 사

용하여 이보다 높은 내열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

(3) 기술선도전환기 : 국내 기술의 고급화

① 투명 ABS 수지

투명 ABS 수지는 투명하면서 내충격성, 내화학

성, 착색성과 내스크래치성 등이 뛰어나며 PC 수

지 대비 가공성이 우수하다. 또한 t-PMMA 수

지 대비 내충격성 및 내화학성 등이 강해 TV 베

젤(bezel), 세탁기 투명 창, 청소기 먼지통 및 가전

제품 하우징 등의 전기전자 제품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반도체 캐리어 박스(carrier box), 문구

용과 화장품 케이스용 등으로도 다양하게 사용

된다. LG화학은 복굴절률 조절 기술과 그래프팅

(gra� ing) 미세조절 기술 등으로 매우 투명하게 만

드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1998년에 투

명 ABS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

척하여 현재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투명 ABS 수지는 PC의 단점인 환경호르몬(BPA)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제품으로 식품 접촉용 투명 

수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NAMSA Class 

VI 및 ISO10993 생체적합성 국제규격 인증과 UL 

규격을 획득함에 따라 의료용 부품으로의 개발

도 2017년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기술로 LG

화학은 장영실상과 산업기술혁신대상의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KT 마크와 세계 일류제품 인증을 

받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② Mass ABS 제조로 기술 고급화

기존 ABS는 중합 특성상 고광택 특성에 최적화

되어 있어 무광 용도로 사용하려면 소광제와 같

은 첨가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자동

차 내장재 등의 용도에서 무광 특성의 요구가 점

차 커져 일반 유화중합 방식의 ABS로 대응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Mass 중합 방식의 ABS는 기

존 유화중합 방식에 비하여 충격 보강을 하는 고

무입자가 커서 무광 특성 부여에 효과가 크다. 또

한 기존 ABS 대비 낙구 충격이 우수하여 고충격

을 요구하는 용도에 적용할 수 있다.

Mass ABS 중합 방식은 일반 HIPS 중합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이용한다. AN 투입에 따른 중합 

속도 상승과 높은 점도는 고무입자를 원하는 물

성에 적합한 크기로 구현하기에 어렵고, 고무 함

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최적의 고무 

입자 사이즈 구현이 가장 중요한 물성 구현 방법

이다. Mass ABS의 공정은 고무 용액 준비, 중합, 

미반응물 휘발과 제립 공정 순으로 이루어져 일

반 유화중합 방식의 ABS 대비 단순하다. 이러한 

단순한 공정 방식은 에너지 사용에서 유리하며, 

추가적 첨가제가 사용되지 않아 고순도의 ABS 

제조가 가능하다. LG화학은 2005년부터 자체 기

술로 Mass ABS를 제조 양산하고 있다.

(4) 기술선도기 :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과 수출

한국의 ABS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

스 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중국 및 이란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였다.

① LG화학의 중국 기술수출

1998년 LG화학은 성장성이 아주 높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하여 중국투자회사 Yongxing과 합작 법

인에 기술수출하여 연간 5만 톤 생산규모의 공장

을 닝보에 건설하였다. 계속된 증설을 통하여 현

재는 연간 76만 톤 규모로 생산 중에 있다. 여기

에 수출된 기술은 소구경 고속중합기술과 이의 

고무 대구경화 응집기술 및 다이렉트(direct) 압출

기술을 패키지화한 것이고 이 기술로 최고의 원

가 경쟁력을 갖춘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 LG화학과 CNOOC 합작회사를 통하여 

중국 화남시장 공략을 위하여 혜주에 연산 15만 

톤 규모의 기술수출을 진행하였다. 2017년 추가 

15만 톤 증설 진행 중으로 다양한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② 금호케미칼의 이란 기술수출

1993년 중국 석유화학총공사(SINOPEC)와 연산 

5만 톤 규모의 ABS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 이란 GBPC에 연산 3만 5,000톤 규모의 기

술을 수출하였다.

③ 제일모직의 중국 기술수출

2009년 제일모직은 중국 길림석유화학에 2012년 

완공으로 연산 20만 톤 규모의 ABS 공장 설립과 

생산기술을 수출하였다.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3장
석유화학 산업

318 319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나. 롯데첨단소재

(1) 기술도입기

1987년 제일모직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중심

으로 케미컬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쓰비시레이온과 ABS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

였다. 제일모직은 2014년 삼성SDI에 합병 후 2016

년 롯데그룹으로 케미컬 사업을 매각하면서 케미

컬 사업 부문은 롯데첨단소재로 독립·출범하였

다. ABS 기술 도입 후 1988년 화성수지연구소(경

기도 의왕, 현 롯데첨단소재 본사)를 준공하여 기

술선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기술체화기 : 공정기술의 발전

제일모직은 1989년 연산 3만 톤 규모의 ABS 공장

을 준공 후,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였다. 도입한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반응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반응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술을 도입한 지 5년 만에 생산

성을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28)

제일모직은 사업 초기부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기능성 제품으로 고객의 상상을 현실화하

는 것을 사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생산공정이 안정된 1990

년 초반부터 제일모직은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다양한 기능성 제품에 안정적인 물

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g-ABS를 개발하

였으며 강성과 내충격성 향상, 백색도 개선 등

을 위하여 g-ABS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3종

의 신규 g-ABS를 개발하였으며, 내열성, 상용성 

및 성형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SAN을 개발하는 

등 기능성 제품의 토대를 확보하였다.29) 이때 개

발된 g-ABS와 SAN은 제일모직의 주력제품이었

던 압출용 ABS와 난연 ABS의 기초가 되었으며, 

g-ABS와 SAN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신제품 개

발을 추진하여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는 

토대가 되었다.

1998년 제일모직은 이란 PTC에 ABS 생산기술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 도입 10년 만에 자

체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는 그

동안의 부단한 기술개발의 성과였다. 이후 2005년

(이란 TPC사 2차) 및 2009년(중국 길림사) 등 총 

3차에 걸쳐 자체 기술을 수출하였다. 기술개발의 

주축이었던 이병도는 2004년 과학기술진흥 유공

자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3) 기술선도기 :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선도

① 난연 ABS

1990년대 초 TV·모니터 하우징용 소재는 전기 

누전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난연

성이 필수였다. 당시 열악한 내후성과 고가에도 

불구하고 GE의 난연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

고 있었다. 1994년 제일모직은 난연 소재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GE 제품을 이길 수 있는 기

술개발에 착수하였다.

제일모직 연구팀은30) GE 제품의 내후성이 부족

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GE 제품 사용 중 나

타나는 변색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

작하였고, 변색의 원인이 난연제에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후 난연제 업체와 공동으로 내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난연제를 개발하였다. 기존 

난연제에 에폭시기를 도입하여 변색을 억제함과 

동시에 난연제의 표면 석출 문제도 해결하였다.

개선된 난연제를 적용한 제일모직의 난연 ABS는 

기존 GE 제품 대비 20% 이상 원가 경쟁력을 확보

하였고, 고질적 변색 문제를 해결하여 1995년 출

시 이후 TV·모니터 시장에서 빠르게 GE 제품을 

대체해 나갔다. 또한 IBM과 HP 등 세계 굴지의 

IT 업체에 채택되면서 우수성을 인증받았고, 모

니터 최대 생산국이었던 대만에 국산 난연 ABS

를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제

일모직은 GE가 석권하던 세계 시장을 잠식하여 

1990년 후반 세계 모니터용 난연제 시장 점유율 1

위를 달성하였다. 1995년 고품질(초내후 고내열) 

난연 ABS를 개발하여 KT 마크를 획득하였다.

1990년대 후반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의 할로겐계 난연 

소재는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유럽을 중

심으로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제일모

직은 초내후 난연 ABS를 개발한 직후 비할로겐

계 난연 ABS 개발에 착수하였다.31) 할로겐계 난

연제는 연소 시 라디칼 발생이 억제되는 구조였

는데, 비할로겐계 난연 시스템에서는 이를 구현

할 수 없었다. 연구원들은 연소 표면에 피막을 형

성하는 새로운 난연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로 하고 

피막 형성물질, 난연제와 보조제 등을 다양하게 

배합하면서 연소할 때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비

할로겐계 난연제의 단점인 내열성 저하 문제를 해

결한 후 ABS 수지에 비할로겐계 난연성을 부여하

는 데 성공하였다. 기계적 물성은 이론적으로 설

계한 가공조제가 그대로 최적의 물성을 발휘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개발의 마지

막 과정은 전자 업체 생산현장에서 시행하는 사

출 테스트로서 매 테스트의 결과를 분석하여 물

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전 세계 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70여 차례 사출시험을 진행하여 

개발 착수 5년 만인 1999년 제품을 출시하였다.

비할로겐계 난연 ABS 소재는 제일모직이 세계 최

초로 개발한 것으로 연소 시 유해가스가 없고 가

공성이 우수함에도 가격은 10%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제일모직은 이미 범용 난연 수지

로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비할로

겐계 난연 ABS 소재 개발로 시장 점유율이 더욱 

상승하여 2000년대 초 50%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0년 환경친화성 비

할로겐 난연 ABS 수지로 KT 마크와 코리아 밀레

니엄 프로덕트(Korea Millenium Products)를, 난연 

ABS로 한국능률협회 선정 월드 베스트 어워즈

(World Best Awards)를 수상하였다. 2001년에는 환

경친화 비할로겐 난연 ABS 수지로 IR52 장영실

상을 받았고, 2002년에는 난연 ABS가 산업자원

부 주관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었다. 2003년에

는 기능성 난연 수지의 개발 및 양산 안정화로 제

일모직의 이규철이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하

였다.

② 압출용 ABS

압출용 ABS는 판재로 1차 가공된 이후 고온에서 

연신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출용 ABS

28) 이병도, 정필문 연구원

29) 이병도, 하두한 연구원

30) 이규철, 조광수 등

31) 이규철, 장복남, 홍상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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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특성이 요구된다. 연신성형 시 고온에

서 장시간 체류하기 때문에 높은 열안정성이 요

구되고, 연신가공(延伸加工)의 특성상 유변 특성

이 제품의 품질을 결정한다. 1990년대 초 압출용 

ABS 시장은 국내의 경우 LG화학, 해외는 GE와 

MRC가 석권하고 있었다.

제일모직은 1991년 압출용 ABS를 개발 후 삼성

그룹의 냉장고 내상(Inner Case)에 적용하였다. 그

러나 당시 냉장고 업계에서 냉매인 프레온가스

(CFC, 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 파괴물질로 확인

되어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규 냉매인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대체 프레온)의 적용이 

요구되었다. 기존 압출용 ABS 소재는 HCFC에 대

한 내성이 약해서(내화학성 부족) 사용 중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신소재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2년여 동안 개발 끝에 제일모직은 1993년 HCFC

에 대한 내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변성 ABS 소

재를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기존 ABS로는 높은 

내화학성과 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어 연

구원들은32) ABS의 기본 성분부터 첨가제까지 모

든 원료들을 재설계해야 했다. 변성 고무를 도입

하고 구성 성분비를 변화시킴으로써 높은 내화학

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성형 후 강도가 약해지

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ABS의 매트릭스를 

이루는 SAN과 변성 고무를 도입한 g-ABS 간의 

상용성 부족이 원인이었으며 신규 SAN을 개발하

여 해결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선도 업체였던 GE, 

미쯔비시 등 일본계 업체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

에도 진입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

다. 1997년에는 환경친화성 ABS 수지로 IR52 장

영실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냉장고 제조업체는 내상용 시트(sheet)를 더

욱 얇게 만들면 제조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냉장

고 내부 공간이 확대되어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성형 시 찢어지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다. 제일모직은 냉장고가 대형화될

수록 내상의 박막화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예측

하고 선행 개발을 추진하였다. 1996년부터 연구원

들은 20% 이상 박막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박막 성형을 가능하

게 할 고온에서의 유변 특성과 박막에서도 기존 

제품과 같은 강도를 얻는 것이었다. 기존 ABS 분

자구조로는 원하는 품질을 얻을 수 없었다. 특히 

ABS의 매트릭스(matrix)를 이루는 SAN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형 구조의 기존 SAN으로는 고온에서

의 유변 특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

원들은 세계 최초로 SAN에 분지구조를 도입하고 

양산 스케일(scale)에서의 반응제어와 비용 증가를 

극복함으로써 고온 연신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SAN의 구성 성분과 고무의 분포를 조절함

으로써 기존 대비 20% 이상 강도가 개선된 제품

을 완성할 수 있었다.

1996년 개발을 시작한 후 6년 만인 2001년 세계 

최초로 박막 ABS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때부터 제

일모직은 압출용 ABS에 대하여 명실상부 세계 최

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

된 냉장고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GE 등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자사 제

품만 사용하던 GE에도 냉장고 내상용으로 박막 

압출용 ABS를 판매하였다. 저온에서의 강도를 보

강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박막 ABS 제품에서 2위

와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2016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였다.

제일모직은 2001년 냉장고용 고연신 ABS 수지로 

KT 마크를 받았고, 2003년에는 저온 고충격 박

막 압출용 ABS 수지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

였다. 같은 해 내장용 ABS로 한국일보 100대 우

수 특허제품 대상을, 2004년 제일모직 김성국 연

구원은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③ 무도장 내스크래치 ABS

CRT-TV 시절에는 고전압 전자총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TV나 모니터에 난연 소재를 사

용해야 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고전압

이 걸리지 않는 평판 LCD 제품이 시장의 대세로 

바뀌면서 난연 소재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LCD 

TV의 외장용 소재는 외관이 미려하고 고광택 특

성이 요구되었으나 이런 소재는 긁힘에 약하였다

(내스크래치성). 난연 소재는 외관이 거칠어 성

형 후 코팅과 도장 등의 후처리 공정이 있었는데, 

공정 비용은 증가하였지만 표면이 미려해지고 스

크래치에 강한 장점이 있었다. 전자 업체는 LCD 

TV에 난연 특성이 불필요해지면서 후처리 공정 

비용을 절감하고 싶었으나, 약한 내스크래치성 

때문에 코팅 공정을 생략할 수 없었다.

제일모직은 2005년 세계 최초로 무도장 내스크

래치 ABS를 개발 출시함으로써 가전 업체 고민

을 해결하였다. AN-BD-SM 3원 공중합체 ABS 

자체로는 내스크래치성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연구원들은33) 1년여의 연구 끝에 아크릴레이트

(Acrylate)계 성분을 추가하여 4성분계 변성 ABS

를 합성하였다. 추가로 내스크래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분자를 첨가제로 활용함으로써 내스크

래치성 향상을 위한 표면 경도와 강성을 모두 만

족하는 변성 ABS를 개발하였다. 이후 TV 성형 

후 표면 결점 문제는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구성 

성분 분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하였다.

2006년에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TV 업계 최강자였

던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TV 시

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선 일등 공신이 와인 잔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TV’였다. 이 

디자인은 제일모직의 무도장 내스크래치 ABS와 

인계 난연 PC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규제에 의하여 난연 소재를 사용해야 했던 유럽

과 미주지역에는 인계 난연 PC가 적용되었고, 그 

외 시장에서는 무도장 내스크래치 소재가 적용되

었다. 무도장 내스크래치 ABS는 코팅이나 도장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함으로

써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확실한 해
32) 김성국, 최진환, 도재구 등

33) 하두한, 정봉재 등 출처 : 롯데첨단소재

<그림 3-21> 무도장 내스크래치 ABS(삼성전자 보르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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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처리 공정을 제거함으로

써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무도장 내스

크래치 ABS 소재는 이후 TV뿐 아니라 AV, 프린

터,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전 영역에서 제

품의 외관이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는 기폭제가 

되었다. 제일모직은 2007년 TV용 내스크래치 소

재 시장의 85%를 점유하였다.

2000년대 후반 TV 업체는 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형법을 일반 사출에서 RHCM 공법으

로 변경하였다. 이 공법은 사출 전 금형의 가영과 

사출 직후 강제 냉각을 반복하는 사출기법으로 

일반 사출에 비하여 생산 사이클 타임을 20% 이

상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성형 제품의 이형 문

제나 외관 불량이 빈번하여 기존 소재를 적용할 

수 없었다. 연구원들은 소재의 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유리전이온도)를 조절하고 이형성을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첨가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RHCM 공법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출

시하였다. 이로써 제일모직은 TV용 내스크래치 

소재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였다.

제일모직은 무도장 내스크래치 수지로 2007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세계 

최초 고경면(무도장 내스크래치) 소재 개발을 한 

공로로 하두한 연구원이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받

았다.

3.5.5 폴리스티렌

가. 한국의 PS 산업

PS (Polystyrene) 수지는 SM을 단독 중합하거나 합

성고무와 그래프트의 공중합으로 만들어진다. 

1839년 독일 시몬(E. Simon)은 Storax를 증류해서 

얻은 성분을 Styrol (Styrene)이라 명명하였다. 스티

롤 성분에 대해서는 1830년대에 알게 되었지만 공

업적 제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술들은 1930년

이 되어서야 발전하였다. 이 무렵 SM에 대한 중

합 연구가 급진전되어 1931년 독일 BASF가 최초

로 상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1938년 다우케

미컬에서도 상업화를 성공하여 두 기업이 PS 상

업화의 시초가 되었다.

PS는 무색투명하고 착색이 자유로우며 표면 경도

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내수성이 양호하고 

전기절연성이 좋으며, 특히 고주파 열절연성이 우

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S는 분자 

구조 내 측쇄에 페닐(Phenyl)기 같이 부피가 큰 그

룹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분자의 굴곡성에 대

하여 입체 장애가 되어 내충격성이 낮고, 메틸에

틸케톤과 초산에스테르 등 용제에 녹기 쉬우며 

일광에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PS는 가볍고 견고

하며, 가공성과 치수안정성이 우수하고, 착색이 

용이한 범용 플라스틱이다. TV, 컴퓨터 하우징, 

카세트 테이프 등의 가전제품과 요구르트 용기와 

같이 식품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및 사무용품 잡

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PS는 일반용 GPPS (General Purpose Polystyrene), 

내충격용 HIPS (High Impact Polystyrene)와 EPS 

(Expandable Polystyrene)으로 크게 나눠지며, 제조

할 때 반응 상태와 공정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첨

가제가 첨가된다. 첨가제로는 가소제, 산화방지제, 

이형제, 대전방지제 및 난연제 등이 사용된다.

GPPS는 PMMA (Polymethylmethacrylate) 다음으

로 투명성이 좋은 수지이나 충격강도가 낮은 단

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량 증가와 용도의 다양

화에 따라 고무로 보강한 HIPS와 Foamed PS 등

이 개발되었다. 1927년 천연고무 블렌드(blend)법

으로 러버-모디파이드(rubber-modi� ed) PS 개발

이 진행되었으나, 충격강도 향상에 한계가 있었

다. 이후 1954년 다우가 폴리부타디엔을 주사슬

(main chain)로 하여 SM을 그래프팅시키는 방식

으로 HIPS 기술을 완성하였다. 1935년 다우는 발

포 압출법으로 폼드(Foamed) PS를 제조하여 기존 

GPPS 대비 30배 가벼운 셀룰러 마이크로스트럭

처(cellular microstructure)34)를 갖는 PS를 개발하였

다. 또한 1940년 BASF가 현재의 EPS를 현탁중합

법으로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일본은 1957년 

수입 모노머에 의하여 PS의 일반화가 시작되었다.

GPPS는 투명하고 가공성이 우수한 수지로 외관

이 미려하고 전기적 특성, 내열성 및 착색성 등이 

우수하다. 식품위생 안전규격에 적합하므로 식품

용기와 같은 소형 성형물로부터 냉장고 야채 박스 

같은 대형 성형물에 이르기까지 용도에 따라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PS 중합방법은 자유 라디

컬과 이온 중합 등이 있는데, 써멀(thermal) 또는 

개시제의 래디컬(radical)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괴상중합과 현탁중합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다. GPPS의 물성은 평균분자량, 분자량 분포, 가

소제의 종류 및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동성 

지수(melt � ow index), Vicat 연화점과 굴곡탄성율 

등의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HIPS는 충격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PS에 고무

를 보강한 것이다. GPPS와 폴리부타디엔은 상용

성이 낮아 기계적으로 단순 혼련(混鍊)하면 충격

물성이 효과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폴리부타디

출처 : LG화학

<그림 3-22> 폴리스티렌 사용 예시

34) 발포 cell의 미세 구조

포장용 발포폴리스티렌폴리스티렌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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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을 주사슬로 하여 SM을 그래프팅하면 계면에

서 상용성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고착력이 대폭 향

상되어 충격이 가해질 때 이를 흡수하는 크레이

즈(craze)가 발생하여 충격물성의 증가를 얻게 된

다. SM에 용해하여 HIPS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고무(대부분 폴리부타디엔)는 제품의 요구 물성

에 따라 분자량과 용액 점도(solution viscosity) 등

이 다른 것을 사용하며, HIPS 내 고무 함량은 

5∼15%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무 함량이 증가하

면 충격 특성이 증가하는 반면 강성, 표면 광택, 

경도와 Vicat 연화점이 감소한다. 현재 상업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HIPS 생산공법은 매스 컨티

뉴어스 프로세스(mass continuous process, 괴상연

속공정)와 매스-서스펜션 배치 프로세스(mass-

suspension batch process, 괴상현탁 배치공정) 방식

이다. HIPS의 주요 물성은 충격강도, 내열성, 유

동성, 표면 광택 및 스트레스 크랙 레지스턴스

(stress crack resistance, 내응력균열성) 등이 있다. 

이러한 물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매트릭스인 

PS의 분자량, 분자량 분포, 고무 함량, 고무입자

의 그래프팅과 가교(crosslinking) 정도, 고무입자

의 크기와 분포 및 기타 첨가제 등이 있다.

EPS(발포성 PS)는 PS 비드에 발포제로 프로판, 부

탄과 펜탄 등을 주입한 것이며, 비드 상의 성형재

료로 시판되고 있다. EPS는 그대로 또는 미리 발

포한 것을 적당한 금형에 넣어서 가열하는 것만

으로 20~70배로 팽창하여 가볍고 튼튼한 발포체

의 성형품을 얻을 수 있다. EPS를 제조하기 위해

서는 PS 비드 형상이 필요하며 이것은 현탁중합

을 통하여 제조된다.

현탁중합은 SM을 물속에서 격렬히 교반하여 분

산시키고, 과산화벤조일처럼 물에 녹지 않지만 

SM에는 녹는 개시제를 가하여 가열하면서 중합

하는 방법이다. 보통 분산된 SM 입자를 안정시

키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하며, 안정제로는 탄

산칼슘 같은 무기계나 폴리비닐알콜 같은 수용성 

고분자를 사용한다. 이밖에 입자가 부착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SM과 물의 비중을 근접시키기 

위한 첨가물과 표면 장력을 증대하는 물질 등이 

첨가된다. 현탁중합은 괴상중합과 같이 중합속도

가 빠르고, 분산된 단량체 속에서 진행되나 일부

는 수용액 부분에서 일어난다. 현탁중합은 고중

합도 PS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유화중합 방식 대

비 비교적 순도가 높은 제품을 얻을 수 있다. PS 

발포체는 독립 기포로 이루어지므로 열과 음향에 

대한 차단작용이 뛰어나며 우수한 단열재 또는 

흡음재로서 냉동공업 또는 건축재료, 그밖에 포

장재와 부양(浮揚)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기술도입기 및 자체 생산 시기

한국의 PS는 미원이 1968년 국내 최초로 3,000

톤/년 공장을 가동한 후, 신호유화와 금호석유화

학이 1973년 생산을 시작하였고, 1980년대 국내 

전자와 가전 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LG화학, 

효성바스프, 동부한농화학과 제일모직 등 6개 회

사가 생산에 참여하였다. 6개사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생산능력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LG화학은 일본 MTC로부터 HIPS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이후 GPPS 증설 등을 진행하였으며, 금

호석유화학은 미국 FINA로부터, 제일모직은 일

본 몬산토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다. EPS는 1974

년 한남화학을 시작으로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이 시작되었다. LG화학은 1988년 프랑스 CdD 

Chem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자체 중합

기술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1987년 LG화학 6만 5,000톤, 한남화학 14만 5,000

톤, 효성바스프 6만 톤과 신아화학 5만 톤 등 PS

의 합계 생산은 연간 32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추

가 증설을 통하여 2001년 국내 PS 총 생산량은 

연간 77만 톤(LG화학 18만 톤, 금호석유화학 16

만 톤, 동부한농화학 9만 톤, 제일모직 13만 톤, 

효성바스프 21만 톤)에 이르렀다.

(2) 기술선도기 : PS 기술의 고기능화

PS 제품의 고기능화 및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

을 통하여 PS 제품 특성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GPPS의 경우 기존 분자량 조절을 통한 물성 향

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중합 모노머를 활용

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용도를 다양화하였다. 

대표적 예로 GPPS를 광학용으로 적용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 광학용 수지는 고투명 PMMA가 

사용되었으나 성형기술 발전으로 Styrene–MMA 

공중합체가 등장하여 LCD 디스플레이용 도광판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수지

의 등장은 기존 PMMA가 사용되는 많은 시장을 

대체하였고, 내열성 모노머 첨가를 통하여 내열

성을 높여 LCD 디스플레이용 확산판 용도로 확

대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고무 변성수지의 다른 대표 수지인 ABS 물성

에 도전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HIPS는 

ABS 대비 충격 보강용 고무 입자의 크기가 커 충

격강도, 광택도와 기계적 강성이 낮고, 내화학성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충격물성을 유지하면서 고무입자 크기를 최소화

하여 표면 광택을 향상시켰고, 고광택 HIPS를 개

발하여 사용 용도를 넓혔다. 또한 PS 매트릭스의 

분자량을 증가시키고, 고무입자의 형태를 최적화

하여 고충격·고강성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식

품용기와 냉장고 이너 라이너(inner liner) 등에 주

로 사용되는 ABS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무입자의 

크기를 키우고 내유성 및 내화학성을 높인 내화

학성 HIPS를 개발하였다. 또한 HIPS 중합 방식

을 활용하여 개발한 투명 HIPS는 매트릭스 수지

와 고무입자의 굴절률을 일치시키고 고무입자 크

기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내충격성을 동시에 향

상시켰다. 여기에 사용되는 고무는 SBR (Styrene-

Butadiene Copolymer)이며, SM과 MMA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굴절률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EPS는 난연 제품의 확대와 더불어 단열 물질 추

가와 압출 제조기술 개발로 고단열 제품을 생산

하였다. 특히 기존 GPPS를 이용한 고단열 압출 

EPS 제조기술은 압출기에 발포제를 투입하고, 마

이크로-펠리타이저(micro-pelletizer)를 이용하여 

구형에 가깝게 자름으로써 일반 EPS와 동일한 구

형의 입자 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기술발전에도 2000년

대 세계의 PS 업체가 과잉 공급에 시달렸기 때문

에 국내외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또한 중국의 

자급화 진전과 선진국의 수요 정체로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동부한농화학의 PS 사업이 현대EP로 흡수되었고, 

제일모직은 EPS를 제외한 PS 사업에서 철수하였

다. LG화학은 기존 PS 생산설비를 활용하여 고

기능 ABS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ABS 사업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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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PS / EPS의 연간 생산능력

은 LG화학 10만 톤/10만 톤, 금호석유화학 23만 

톤/7만 5,000톤, 롯데첨단소재 0톤/8만 5,000톤, 

Styrolution 26만 6,000톤/0톤, 한국BASF 0톤/8

만 1,000톤, 현대EP 14만 톤/6만 톤, SH에너지 0

톤/12만 톤이다. 즉, PS는 연산 73만 6,000톤, EPS

는 연산 52만 1,000톤이다.

3.5.6 PVC

가. 한국 PVC 산업사

PVC (Polyvinyl Chloride)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열

가소성 수지의 하나이다. 1835년 프랑스의 화학자 

르노(Regnault)가 자연적으로 중합된 PVC를 처음

으로 발견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쓸모가 없는 흰

색 가루로만 여겼다. 1912년에 이르러 독일 그리

샤임 엘렉트론(Griesheim-electron)의 프리츠 클라

테(Fritz Klatte)가 가소화 현상을 발견하면서 PVC

의 유용성을 알게 되었다. PVC는 그로부터 20년

이 지난 1931년 독일에서 처음 상업화되었고 1933

년 미국의 BF굿리치(B. F. Goodrich)에서 상업생

산을 시작하였다. BF굿리치의 세몬(W. Semon)은 

고비점의 특정 용매로 PVC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밀봉재, 전선 절연재료, 우의와 욕실 커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에멀전, 현탁 공정 등 대규모의 PVC 생산공정이 

개발되는 시기와 맞물려 가공성형을 통하여 열안

정제가 개발되어 경질 PVC 가공이 가능해지면서 

PVC 사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지금처럼 PVC

가 세상에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기까지 PVC 발

견 초기부터 산업화까지의 주요 발전을 <표 3-6>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세계 PVC 소비량은 1935년 1만 1,000톤에 불과하

였는데, 1950년 22만 톤, 1980년 1,100만 톤, 1990

년 2,000만 톤, 2014년 약 4,000만 톤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PVC 산업이 본격화된 1950년 이후 

65년에 걸쳐 약 200배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PVC는 PE에 이어 생산과 소비 규모를 가지는 범

용 소재로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PVC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는 가소제를 첨가

한 연질 제품과 그렇지 않은 경질 제품이 넓은 분

야에서 물성이 적합하고, 가공성, 내약품성 및 

난연성 등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PVC는 

가성소다 생산에서 얻어지는 염소로 이루어지므

로 다른 합성수지에 비하여 석유 의존도가 낮다

는 장점도 있다.

PVC 제조공정은 현탁, 에멀전, 벌크, 용액 등 4

가지 중합공정이 있는데 이중 에멀전 중합공정이 

가장 먼저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2016

년 기준으로 현탁공정에 의한 PVC (S-PVC)가 전

체 생산량 중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

멀전 중합공정 12%, 벌크 중합공정 7.5%와 특수

용도 PVC를 생산하는 용액 중합공정이 0.5%의 

생산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현탁중합 방법에 의

한 제조기술이 현재 대종이 된 것은 PVC 수요가 

주로 파이프, 창호, 문, 벽재, 판재, 바닥재 및 타

일 등 강도가 요구되는 경질 PVC 제조에 적합하

기 때문이다.

(1)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의 양강 체제

국내 PVC 산업은 대한플라스틱(현 한화L&C)이 

일본 질소공업(현 Chisso)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

고, 1966년 충북 부강 PVC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공장은 카바이드법 VCM을 사용

하며 연산 7,000톤 규모로 설립되었다. 이후 국내 

PVC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영, 우풍과 동양화

학 등 수개의 소규모 회사들이 PVC 사업에 뛰어

들어 난립하게 되었는데, 이후 정부는 1972년 8·3 

사채동결 긴급조치를 통하여 이들 회사를 한국

플라스틱으로 통폐합하였다. 한국플라스틱은 한

화화약이 인수함으로써 한화케미칼 PVC 사업의 

모체가 되었다.

정부의 중화학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한화화

약은 진해와 울산공장을 준공·가동하면서 PVC 

사업을 확장하였다. 1976년 럭키화학(현 LG화학)

은 일본의 ZEON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전남 

여천에 연산 2만 톤 규모의 에멀전 공법의 페이스

트(paste) PVC 공장과 1977년 현탁 공법의 스트레

이트(straight) PVC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국

출처 : 한국바이닐환경협회, PVC 산업 역사 및 현황, http://www.ikovec.or.kr/index.php/ pvc history

연도 내용

1835 Regnault(프랑스) 실험실에서 합성 : EDC (Ethylene Dichloride)와 KOH 반응시켜 처음으로 합성

1912
Chemische Fabrik Griesheim–electron(독일)사의 Fritz Klatte 공업화 시도

- 아세틸렌과 염산을 사용하여 VCM (Vinyl Chloride Monomer)을 합성하고 열과 빛으로 PVC 수지를 만듦

1914 Chemische Fabrik Griesheim사 : 개시제 중합 시작

1932 B. F. Goodrich사의 Waldo Semon : PVC 가소화 개념 발견(고비점의 용제류가 PVC를 유연하게 한다는 사실)

1934
PVC 수지 가공기술 확보 : 독일에서 납 안정제를 개발, 유니온카바이드사가 금속염계 안정제를 개발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사용으로의 활발한 개발이 PVC 수지의 수요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함

1936
Union Carbide(미국)사 :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기술로 호모폴리머(Homopolymer)와 

코폴리머(Copolymer)를 제조. EDC ▶ VCM ▶ PVC 일관생산 체제 구축

<표 3-6> PVC 주요 발전

출처 : 중앙일보, 1966. 11.

<그림 3-23> 대한플라스틱 부강공장(좌)과 럭키 PVC pipe 신문광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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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VC 산업은 럭키화학과 한화화약 양사 체제

로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1984년 LG화학은 프랑스 아토켐(Atochem)사로부

터 Mass PVC 생산공정을 도입하였는데, 기존 업

체들이 경쟁적 증설에 나서면서 성장 국면에 진입

하였다. 1988년 현대석유화학이 미국 Geon사로부

터 기술을 도입하여 대산에 연 20만 톤 규모로 현

탁 공법의 스트레이트 PVC 공장 가동을 시작하

였다. 이에 따라 국내 PVC 산업은 3사 체제로 변

화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9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0년에 LG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의 PVC

와 VCM 사업을 인수하면서 다시 양사 체제로 전

환되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모두 국내 설비

와 별도로 중국에 PVC 공장을 건설하였다. LG

화학은 2007년 톈진에 연산 40만 톤, 한화케미칼

은 2009년 닝보에 연산 30만 톤 규모의 설비를 가

동하였다.

2013년 기준 국내 PVC 생산능력은<표 3-7> 연산 

146만 8,000톤으로, LG화학이 89만 3,000톤, 한

화케미칼이 57만 5,000톤이다. <표 3-8>은 국내 

PVC 산업이 걸어온 주요 사안과 현재의 모습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013년 세계 PVC 산업 규모는 생산실적 기준으

로 연산 약 3,900만 톤이며, 일본의 신에츠(Shin-

Etsu)가 연산 385만 톤의 생산능력으로 1위, 대만

의 포모사(Formosa)가 321만 4,000톤으로 2위, LG

화학이 129만 3,000톤으로 7위를 차지하였다. 제

품과 생산 효율성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국내 업

체들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한국 PVC 산업기술발전사

국내 PVC 생산량과 수요의 변화로 PVC 산업 발

전시기를 살펴보면 대략 태동기, 성장기, 조정기, 

성숙기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태동기(1966~1986) : 기술도입 및 체화

국내 PVC 산업 초창기의 생산실적, 품질과 국내 

수요 등 산업실적과 도입 기술에 대한 자료가 남

아 있지 않아 당시 국내 PVC 산업의 상황을 이해

하기는 쉽지 않다. 이 시기 해외에서는 BF굿리치 

등 구미 PVC 선진 회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PVC 중합반응, 분자구조, 

생산 효율성과 가공 성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

는 PVC 입자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어 

최적의 품질과 공정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중합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Company Plant Location 2010 2013 2018 Raw Material and Process Remarks

Hanwha

Chemical

Ulsan 205 205 205 Suspension

Ulsan 100 100 100 Disp / Emulsion / Microsusp.

Yeosu, 

Jeollanam-do
270 270 270 Suspension

LG Chem

Daesan 250 273 280 Suspension
From Hyundai 

PC

Yeosu, 

Jeollanam-do
400 400 400 Suspension

Yeosu, 

Jeollanam-do
130 130 130 Bulk / Mass

Yeosu, 

Jeollanam-do
38 38 38 Disp. / Emulsion / Microsusp.

Yeosu, 

Jeollanam-do
52 52 52 Disp. / Emulsion / Microsusp.

Total 1,445 1,468 1,475

<표 3-7> PVC 산업 생산능력(2014 기준) (단위 : 천 톤/년)

출처 : Chemical Economics Handbook, IHS Chemicals, 2014

출처 : 한국바이닐환경협회, PVC 산업 역사 및 현황, http://www.ikovec.or.kr/index.php/ pvc history

연도 내용

1966 11월에 대한프라스틱(현 한화엘엔씨 부강공장)에서 처음으로 PVC 수지 생산 시작

1998 현대석유화학 PVC 사업 참여로 한화케미칼, LG화학과 함께 3사 생산 체제

2000년대
LG화학, 현대석유화학의 PVC / VCM 사업 인수

현재는 한화케미칼과 LG화학의 양사 생산 체제 유지. 양사의 국내 PVC 생산능력은 총 164만 톤/년 수준

<표 3-8> 국내 PVC 사업 발전사 중요 사건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24> 국내 PVC 생산 및 수요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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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VC 기술 도입 초기에는 프로그램 가능 논

리제어장치(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로 공정이 운전되어 안정된 표준 운전이 쉽지 않

았다. 1980년대에 디지털 제어 시스템(DCS - 

Digital Control System) 공정 제어기술이 도입되면

서 공정 운전이 더욱 안정화되었다. 중합기술 측

면에서도 수용성 1차와 비수용성 2차 분산제를 

이용하여 입자 형태와 구조를 조절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국내외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성장기(1987~2000) : 도입기술 극복 및 성장

이 시기 세계 PVC 산업은 안정된 PVC 입자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열안정성과 가공성이 우수하고 

생산 효율성이 뛰어난 중합반응 기술개발과 공정

기술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생산효율 향

상을 위한 기술로는 반응기 대형화 기술이 대표

적이다. PVC 산업 초기 10m3 크기였던 반응기의 

크기는 최근에 100m3 이상으로 대형화되었다. 일

본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154m3 규모의 대형 

반응기를 가동하였는데 이는 국내와 약 30년의 

기술격차가 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중요한 기술혁신 중 하나로 PVC 중

합반응 효율 향상을 위한 환류 냉각기(ref lux 

condenser) 기술의 진보를 꼽을 수 있다. 국내 

PVC 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환류 냉

각기 공정 중 난제인 환류되는 VCM에 의한 중

합 공정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 도입 수

준을 극복하였다. 맨홀 클로스 시스템(man-hole 

close system)과 CRT (Clean Reactor Technology)

의 장기 생산 안정화 기술을 공정에 적용하여 생

산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동시에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된 PVC 환경문제에 대해

서도 맨홀 클로스 시스템의 공정기술을 통하여 

VCM 대기 방출 농도를 대폭 저하시킴으로써 환

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국내 PVC 산업은 설비 경쟁과 함께 자체적 기

술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선진 회사들과 대등한 

경쟁 단계에 진입하였다. PVC 중합반응 기술 분

야에서도 중합 반응 시간 단축을 위한 온수(hot 

water) 투입과 저온 고활성 개시제 기술이 자체 개

발되어 생산공정에 적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과

거 국내에 기술을 제공한 구미와 일본의 PVC 선

진 회사들의 기술 수준을 대부분 따라 잡고 생산

성 등 일부 분야에서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PVC 품질 측면에서도 고도의 중합 생산 조건에 

적합한 자체적 반응 처방이 생산공정에 접목되었

다. 이를 기반으로 높은 생산효율과 우수한 품질

을 동시 구현하는 선진기술 수준에 도달하게 되

었다.

국내 사회·경제 분야의 발전에 따라 건축용 타

일, 레코드, 잉크, 페인트 및 인조피혁 등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PVC 코폴리머, 

그래프트 PVC와 자동차 배터리 격막 소재 등 선

진 회사들이 독점하였던 기술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PVC 제품과 품질 수준도 

선진 회사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국내 PVC 

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87년 

럭키(현 LG화학)가 중동 사우디의 사빅(SABIC)에 

연산 50만 톤 규모의 PVC 공장을 건설하는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3) 조정기(2001~2007) : PVC 환경과 지속성장 가능성

PVC 환경문제는 1990년대 초부터 환경단체인 그

린피스(Greenpeace)가 다이옥신(dioxin) 의심 물질

인 염소(chlorine) 화합물과 PVC를 연관시켜 문제

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합리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은 ECVM (European 

Council of Vinyl Manufacturers),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에 VEC (Vinyl Environmental Council)가 설립

되었다. 국내에서는 2003년 기업 간 협의회가 구

성되어 활동하다가 2014년 KOVEC (Korea Vinyl 

Environmental Council)이 환경부 소관 단체로 법인 

등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 시기 PVC에 대

한 환경 관련 쟁점은 크게 다이옥신과 가소제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것이다.

이들 쟁점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의하

면 1980년 이전에는 다이옥신 발생 원인으로 주

로 농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에는 오

히려 도시 쓰레기의 불완전 연소 시 다이옥신의 

발생농도가 높으며 다이옥신의 발생농도와 PVC, 

VCM 생산량과는 관련이 적다는 사실이 밝혀져 

PVC와 관련된 다이옥신 문제는 해소되었으며, 

가소제의 환경호르몬 문제도 2002년 일본 환경성

의 ‘프탈산과 에스테르계 가소제의 환경독성에 대

한 연구’ 결과 내분비 교란 작용이 인정되지 않음

이 판명되어 환경호르몬 문제도 일단락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PVC 환경문제로 인하여 일부 다

른 소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약 2만 

톤가량의 일시적인 수요 감소를 겪었는데, 이는 

문제에 대한 초기 관리의 중요성과 산업계와 시

장 사회 간 소통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내에서는 다이옥

신 발생량을 매년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치

출처 : Y. Saeki, T, Emura, 2002, Technical Progress for PVC Production Progress in polymer science 27, p.2,055-2,131

<그림 3-25> PVC 중합 반응기 규모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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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PVC 환경문제에 대하여 수동

적이었다. 하지만 점차 PVC가 재활용되고, 에너

지 절약으로 환경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소재로 

인식되었다.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4) 성숙기(2008년~현재) 

: 수직 계열화의 완성과 새로운 도전

환경문제 이후 PVC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 2~4 

%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여 다시 견실한 성장

을 이루고 있다. 국내 자체 기술로 세계적인 경

쟁력을 갖추게 되어 한화케미칼은 2009년 130m3 

대형 반응기를 중국 닝보에, LG화학은 2011

년 국내 여수에 160m3 대형 반응기를 자체 기술

로 설치하여 독자 반응기 설계기술을 갖춘 업체

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한화케미칼은 C-PVC 

(Chlorinated PVC) 생산 공정을 자체 기술로 개발

하여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지 반 세기만에 

도입 기술을 완전히 극복하고 제품과 공정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국내 PVC 산업은 도입 기술을 습득·체화하여 극

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전후방 수직계열

화의 완성과 함께 독자적 대형 반응기 기술을 보

유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였

다. 환경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위축되

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 그러한 수요 위축을 

상쇄하고 다시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PVC가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유용한 소재로서 지속 발

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 한화케미칼

폴리염화비닐 수지는 카바이드법으로 1966년 대

한프라스틱(부강공장)에서 한국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공영화학(울산, 1967), 우풍

화학(군산, 1968), 한국화성(진해, 1968), 동양화

학(인천, 1969)에서 생산하였다.

1972년 5개사가 합병되어 한국프라스틱공업이 탄

생하였으며, 1979년 울산공장 증설, 1988년 한양

화학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1990년 여수 PVC 

준공 후 한화종합화학(1994), 한화석유화학(1999)

을 거쳐 현재 한화케미칼(2010)로 발전하였다.

한국프라스틱(현 한화케미칼)은 1967년 일본 카네

카(KANEKA)의 미세 현탁 PSR (Micro suspension 

PSR, Paste Resin) 기술을 도입하여 연산 3,000톤 규

모로 울산 페이스트 공장(MPS-1 공정)에서 생산

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정부의 공약 시책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는 국내 건축 

경기를 일으켜 대규모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이어졌

고,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벽지와 바닥장식재의 수

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

화종합화학(현 한화케미칼)은 진해공장과 부강공

장에 상재류의 설비증설을 단행하였다.

울산공장은 1990년 4월 1차 페이스트 수지(Paste 

resin) 공장 증설에 착수하였다, 총 156억 원의 공

사비를 투입하여 1992년 3월 연간 1만 톤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였다. 계속되는 수용 증대에 부응

하여 1995년 3월, 106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연산 1만 톤의 2차 증설을 완료하였다. 그 후에도 

울산공장은 계속적인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매

년 생산능력을 향상시켰고, 2016년 기준 연산 3만 

8,000톤 규모의 페이스트 수지 생산공정(MPS-2)

으로 성장했다.

EPS(에멀전 공정의 페이스트 수지) 공장 증설도 

단행되었다.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

발포, 고필러 가공 및 고속 가공 용도에 적합한 

에멀전 레진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

럽 EVC의 기술을 도입, 1995년 9월 울산공장에 

1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산 1만 톤 규모

의 EPS 제조공장을 준공하였다. 이후 공정 개선 

등을 지속하여 2017년 기준 연산능력 1만 5,000

톤으로 증대했다.

2012년 여수공장 PVC 생산팀은 자체 기술을 통

한 공장 증설(K-9 Project)을 완료함으로써 생산

능력이 연산 4만 톤이 증대되었다. 한화케미칼은 

VCM을 중합하여 PVC를 생산하는 반응기 1기 

및 다운스트림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카네카, 칫소 등 일본 회사로부터의 

기술도입 없이 자체 기술을 적용하여 PVC를 생

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모든 반응기

에 자동 세척 시스템(Auto Rinse System)을 적용함

으로써 반응기 내부 세척 시간을 단축하여 생산

량 증대를 이루었다.

블렌드 수지(Blend resin)는 군산공장의 PVC 수지 

제조설비에서 병산 체제로 소규모 생산하고 있었

다. 1990년대 초 건축 경기가 크게 진작되면서, 수

요가 증가하여 울산공장에 블렌드 수지 전용 생

산공정(KBM 공정)의 신설을 추진하였다. 블렌드 

수지는 페이스트 수지 가공 시 혼합함으로써 점

도 저하 및 광택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1989년 7

월 울산 2사업장에 112억 원 사업비를 들여 착공

한 블렌드 수지 공장은 1991년 6월 연간 1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으로 준공, 생산을 개시하였다. 

블렌드 수지 공장은 준공 후에 지속적 공정 개선 

작업을 통하여 연산 1만 5,000톤 규모로 생산능

력을 확대했다.

페이스트용 블렌드 수지는 현탁 또는 에멀전 중출처 : 한국바이닐환경협회 홈페이지, PVC 산업 역사 및 현황

<그림 3-26> 국내 다이옥신(dioxin) 발생량 추이(20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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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공정으로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평균 입경이 

20~40㎛ 정도이다. 보통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

고 페이스트 수지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용액의 

점도 저하, 점도 안정성 증대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하여 사용한다. 블렌드 수지는 벽지, 상재, 레

자, 타포린 및 실란트 등 페이스트 시장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화케미칼의 블렌드 수지인 HB-65는 현탁제·

교반력 제어기술을 적용하여 구형성이 우수하고 

점도 저하 효과가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화성연구센터, PVC 테크센터, 울산 ABR 생산 2

팀·품질보증팀은 수지의 입자 형성을 위하여 첨

가하는 현탁제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

합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합 폐수 

COD가 낮은 친환경적인 공법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2000년대의 조정기 및 성숙기에 접

어들어 다음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의 제품과 친

환경 가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1) Copolymer와 Terpolymer PVC 개발

코폴리머(Copolymer) 판매 시장 확대 및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 대체를 위하여 높은 VAcM 함량

(15%) 코폴리머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추후 터폴

리머 베이스 레진(Terpolymer Base Resin) 사용 목

적으로 개발하였다. 기존 생산되던 코폴리며 품

질 개선을 통하여 용액 점도, 투명성, 저온저장 

안정성, 용해성 등을 개선한 신규 고부가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익성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기존 코폴리머-PSR (Co-

PSR) 대비 VAcM 함량을 높인 고VAcM 함량

(18%) Co-PSR을 개발하였다. 기존 일본 업체의 

독점 및 제한적 공급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일본, 미주 및 인도 등 해외 시장에 실

란트와 저면 코팅(Under Body Coating) 용도로 수

출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카르복실 터폴리머(Carboxyl Terpolymer)는 비닐 

클로라이드(VC - Vinyl Chloride)-비닐 아세트

산(VAc - Vinyl Acetate)-카르복실 산(Carboxylic 

Acid)으로 구성된 PVC계 수지로서 폴리머와 금

속에 대한 접착성이 우수하여 유성 코팅·접착용 

바인더로 사용된다. 한화케미칼에서 개발한 카르

복실 터폴리머인 TP-400M은 경쟁사 제품(용액

중합, 에멀전 중합) 대비 제조공법이 단순한 현탁

중합으로 제조하여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 또

한 케톤계 대비 친환경적인 아세테이트계 유기 용

제에 대한 용해성이 뛰어나며 투명성이 우수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 품질 개선을 통하여 현재 국내를 포

함하여 중국, 인도, 중동, 유럽, 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양한 시장으로 판매되는 고부가 제품이다.

하이드록실 터폴리머는 VC-VAc-하이드록실 아

크릴레이트(Hydroxyl Acrylate)로 구성된 PVC계 수

지로서 카르복실 터폴리머에 비하여 비극성 폴리

머와 금속에 대한 접착력이 우수한 제품이다. 본 

제품은 VC-VAc CP를 비누화(saponi� cation)하여 

제조하는 방법과 VC-VAc 모노머와 하이드록실 

아크릴레이트 모노머를 중합하여 제조하는 방법

이 있다. 검화 제조법은 양호한 품질의 수지를 얻

을 수 있지만, 악성 폐수가 발생하는 등 비친환경

적인 공법이고 신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한화

케미칼은 신규 설비 투자 없이 기존 PVC 반응기

를 활용하여 VC-VAc-하이드록실 아크릴레이트 

조성의 하이드록실 터폴리머를 개발하였다. 이는 

한화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던 PVC계 코폴리머·터

폴리머 중합기술과 품질설계 기술을 접목하여 1

년 만에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는 경쟁 제

품 대비 투명성과 잉크 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

이 있다. 2016년 상업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판매

량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울산공장 ABR생산1팀에서 생산하는 고

부가 코폴리머와 터폴리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하여 VCM 연속 사입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는 

폴리머 조성 균일화, 용해성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으로 경쟁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부가 제품의 경우, 바닥 타

일, 접착제, 잉크, 페인트 코팅과 프라이머 등으

로 사용되고 있다.

(2) 특화 제품(Grade) 개발

P-1000SB는 파이프 및 새시(Sash) 제품에 특화하

여 개발한 것으로서 BD (Bulk Density)가 0.58g/

cm3 이상이다. 새시를 생산하는 압출 업체에

서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높

은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압출기에 적합한 고BD 

P-1000 개발을 의뢰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한

화케미칼은 중합 처방 최적화 기술(고BD 현탁제 

조합 및 개시제 조합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수

지의 입자 모형을 구형화하고, 공극률(Porosity)을 

최소화함으로써 2004년 압출 생산성이 우수한 

P-1000SB를 개발하였다. 현재 P-1000SB는 국내 

파이프 및 새시 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8만 톤/

년) 있다. 업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개발된 압출용 

PVC 등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P-1000F는 연질 필름, 연질 시트 및 컴파운드 제

품 등 고연질 제품에 특화하여 1999년부터 2008년

에 걸쳐 개발된 제품이다. 1990년대에는 국산 PVC 

제품이 신에츠, 칫소 및 포모사 등 해외 경쟁제품 

대비 피시-아이(Fish-eye)가 많고, 가소제 흡수속

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품질을 요구하는 제품의 경

우 해외 경쟁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한화케미칼은 1, 2차에 걸쳐 현탁제·개시제 조

합 최적화를 통하여 PVC 형태 제어 기술을 확

립하여 해외 경쟁제품 대비 피시-아이 및 가소

제 흡수속도가 동등 이상인 P-1000F를 개발하였

다. P-1000F에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P-1300, 

P-1700과 P-2500 등급 등에 적용하여 국산 PVC 

제품의 품질을 해외 제품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고품질 PVC의 수입을 대체하였다. 또

한 CPVC 제조용 Base PVC 수지에도 적용하여 

CPVC 품질 및 생산성을 최적화하였다.

(3) 친환경 가소제 개발

2000년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 유해물질에 대

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체에 안전한 화학물질

의 적용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PVC 제품 분야

도 DEHP 등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의 사용을 배제하고 안전성 높은 가소

제의 적용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친환경 가소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에 따라 프탈레이트의 대표적인 가소제인 DEHP

를 대체하여 PVC 제품에 적용하기 쉽고, 안전성

과 경제성이 높은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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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되었다.

공정연구센터 연구팀은 160종 이상의 가소제 대

상 물질의 특성과 독성을 조사하였으며, PVC 

수지와의 상용성과 가공성에 대한 실험을 거쳐 

SP-390 (DOTP)을 개발하고, 2008년 9월에 국내 

최초로 양산하였다. 특히 친환경(DOTP) 가소제

에는 폐수 발생요인을 최소화한 친환경 신공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된 친환경 가소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반응기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였고, 가소제 생산에 최적화된 교반기 및 

반응기를 설계하였다. 이어 반응, 중화, 증류·정

제, 분리·여과 및 저장 등을 연계한 전체 제조공

정을 자체 기술로 설계하였다. 무세척 공정을 적

용한 DOTP 생산공정의 설계를 기반으로 연산 1

만 톤의 울산공장을 신규 건설하여 2011년 3월에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수요 증대에 따라 설비

를 증설하여 2013년 연산 2만 톤으로 생산을 확

대하였다.

한화케미칼은 비프탈레이트 가소제인 SP-390 

(DOTP)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경제적인 가격

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PVC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국내 PVC 

가공 업체에서 DEHP를 대체하여 보다 안전한 

가소제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

기술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안전성과 가격 경쟁

력을 갖춘 비프탈레이트 가소제로 HCCFlex SP-

390 (DOTP)이 개발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PVC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가공성 및 물성의 한계로 인하여 고품질 

및 내구성을 요구하는 제품에는 적용되기 어려웠

다. 이에 보다 우수한 안전성과 가공성 및 물성을 

겸비한 친환경 가소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한

화케미칼은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DOTP

에 고온고압의 수소를 첨가하여 개질하는 추가 

공정을 개발·적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12월 안전성과 가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고기능

성 친환경 가소제 Eco-DEHCH를 개발하였다. 

이 친환경 가소제는 국내외 일반 가소제 및 친환

경 가소제와 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소제가 가져

야 하는 상용성, 가소제 흡수성, 가소화 경도, 열

안정성 및 내한성 등에서 매우 우수하였다. 또한 

Eco-DEHCH에 대한 상업공정은 스트리퍼를 운

전할 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생

산하는 세계 유일의 공정이다.

201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Eco-DEHCH 제조기

술인 ‘비프탈레이트계 친환경 가소제(HCCFlex 

SP-800) 제조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NET)

을 수여하였다. 2017년 공정연구센터 연구팀은 연

산 1.5만 톤 규모의 고압 수첨 생산공정을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

으로 국내 엔지니어링 및 설비업체와 협력하여 세

계 최초의 상업생산을 위한 상업공정을 건설하여 

2017년 6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4) CPVC (Chlorinated PVC) 제조기술 독자 개발

한화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1967년부터 PVC를 생

산해왔다. 하지만 PVC는 범용 제품인 관계로 시

황에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 특히 중국이 

석탄 베이스(Base) PVC 설비를 대거 늘리면서 언

제든지 공급과잉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에 한화케미칼은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개발에 집

중하기로 하였다. 바로 염소화 PVC (CPVC)이다. 

한화케미칼은 CPVC를 생산하기 위한 주원료인 

염소와 PVC를 모두 보유하였기 때문에 이 원료

들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CPVC는 PVC보다 염소 함량을 10% 이상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반응조

건 및 중합기술은 고부가화 달성에 핵심적인 요

소였다. 이렇게 생산된 CPVC는 범용 PVC 대비 

강도가 높고 화학적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 온수용 배관과 산업용 

특수 배관에 쓰인다. 기존 강철 배관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부식되는 단점이 있었다. CPVC는 

열과 압력에 강하고 내부식성이 높은 한편, 강철 

배관 대비 시공이 편리하기 때문에 건축비도 절

감되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 세계 CPVC 시

장규모는 매년 10% 이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2011년부터 약 5년간 CPVC의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년

간의 PVC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한 화성연구센터

를 주축으로 CPVC TFT를 구축하고 사업부 및 

생산팀 직원을 포함한 ‘삼각체제’로 운영하였다. 

1,000번이 넘는 시행착오 끝에 5년 만에 공정기술

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 완료하였다. 2016년 국

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PVC 개질 

및 고효율 중성화 기법을 이용한 CPVC 신 공정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NET)을 수여하였다.

울산2공장에 연산 3만 톤의 CPVC 수지 생산설비

가 2016년 12월 건설되었고, 2017년 1월부터 3월

까지 시운전 과정을 거친 후 4월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하였다. 한화케미칼은 CPVC를 국내 최초로 

상업화함으로써 연간 25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으며, 인도 및 중동 온수용 배관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3.5.7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 Engineering Plastics)은 

플라스틱 수지의 성형 가공성 및 디자인 자유도

의 장점 이외 범용 플라스틱 대비 내열성과 기계

적 강도가 우수하다. 또한 경량화와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기능성 수지로서 자동차, 전

기·전자, 정보·전자, 산업용 등 분야에 구조 재료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P는 장기 사용온도 150

도 미만인 범용 EP와 150도 이상인 슈퍼 EP로 분

류되며 최종 용도를 충족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소재이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소비자 중

심의 플라스틱 소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EP 개발은 새로운 기초수지의 개발과 기존 수지

와 타 재료의 컴파운딩에 의한 신규 재료 개발이

라는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 국내의 

화학 회사들은 EP 기초수지의 생산을 위하여 주

로 해외 기술 도입에 의존하거나 해외 기업과 합

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기초수지의 중합과 생산

을 위한 공정 스케일업 연구는 오랜 기간이 소요

되고 대규모 개발비와 설비 투자가 필요하였다. 

반면 컴파운드 개발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하

고 처방설계와 배합기술에 대한 모방이 쉬워 단

기간에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

쟁력이 있었다. 글로벌 EP 제조 기업들은 오랜 기

간 동안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능성 기초수

지의 중합에서부터 컴파운드 개발까지 수직계열

화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새로운 용도 개발을 통

하여 시장을 선점하여 경쟁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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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EP 수지 제조에 대한 원천기술이 없

고 자본력이 부족하였던 국내 기업은 산업 초기 

소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컴파운드 사업을 시

작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업계는 범용 EP를 중심

으로 컴파운딩 기술에 의한 수지의 복합화 기술

과 기존 수지를 조합한 얼로이(Alloy) 제품 개발에 

주력하였다. 얼로이 제품으로 PC / PBT (PET), 

PC / ABS, PPO / HIPS, PPO / PA 및 PA / PO 

등은 자동차 내외장 부품을 비롯한 가전제품과 

사무용 기기의 하우징용으로 적용되었고 복합재

료 또한 자동차, 전자와 산업용 제품의 소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점차 수

직계열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

나 슈퍼 EP 제조기술이나 용도 개발 분야는 아직

도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 등이 PI, PAI 및 LCP 등 고내열 EP 개발

과 블렌딩이나 컴파운딩 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 

개발 등 기능성 고분자 소재의 개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용 EP는 1970년 이전에 상업화가 진

행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 슈퍼 EP의 상업화와 

새로운 촉매기술, 공법과 코모노머 도입 등에 의

하여 특성이 개질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EP 제품이 성숙 단계

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가 변화함

에 따라 EP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P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5대 범용 EP (PA, 나일론), POM(폴리아세탈), 

PC(폴리카보네이트), MPPO(변성 폴리페닐렌옥사

이드)과 PBT(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중심

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970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후지경제연구소는 

2015년 EP 수요량이 977만 톤에서 2030년에 1,900

만 톤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다소 보수적인 전

망을 하고 있다.

가. 국내 EP 산업의 발전과정

(1) 범용 EP의 국내 생산 및 기술개발 동향

한국의 범용 EP는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선진국

형으로 이행되는 1980년대 이후에 고기능 소재

인 EP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

산이 시작되었다. EP 생산은 1980년대 초 럭키(현 

LG화학), 동양나이론과 코오롱과 같은 소수의 

섬유 회사와 수지 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분

야와 같은 주요 전방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

서 EP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과 섬유 관련 기업들

이 범용 제품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첨

단기술 분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재 산업에 

참여하는 성장 전략을 취하였다.

EP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주로 외국 기술을 도입

하거나 선진국과의 기술제휴·합작 투자에 의존한 

생산 참여가 활발하였다. 1980년대 이후 관련 업

계와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5대 범용 EP의 경우 글로벌 선진사와 기술격차를 

거의 좁혔다. 그러나 내열성이 더 우수한 슈퍼 EP

의 경우 선진 외국사에 비하여 2016년까지도 기

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화학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P 컴파운

딩 시장규모는 2015년 약 31만 톤이며 향후 연평

균 1.5% 성장해서 2019년에 34만 톤 규모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공급 기업은 코프라, 만도신소재, 

신일화학 및 데스코 등 약 15개의 중견 EP 컴파

운딩 전문업체가 있다.

(2) 나일론(PA)

나일론은 1963년 코오롱에서 나일론6(원사)를 국

내 최초로 생산했고, 1968년 동양나일론(현 효

성)이 중합 및 방사 라인(일부는 직접 방사)을 가

동·생산하였다. 이후 선경인더스트리, 럭키얼라

이드와 고합-악조35)가 참여하여 5개사로 늘어났

다. 1991년에 듀폰(Dupont)이 울산에 나일론 컴파

운드 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생산을 시작하였고, 

1992년 LG화학이 익산에 나일론 컴파운드 공장

을 증설하였다. 2007년 말 로디아(Rhodia)가 4만 

8,000톤 규모의 나일론66 수지 중합공장을 건설

하여 생산을 개시하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나일론 수지는 효성, 

로디아와 KP켐텍의 3개 회사만이 생산을 하고 있

고, 나일론 컴파운드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다수

의 기업들과 코프라(Kopla)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270℃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고내열 나일론 연구, 분지구조 도입에 의한 특성 

개질 및 유리섬유와 탄소섬유 등 장섬유를 비롯

한 다양한 보강제를 이용한 복합소재 개발 및 얼

로이화에 의한 특성 부여 등이 연구되고 있다. 또

한 식물 기반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나일

론 중합과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 친환

경 난연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3) 폴리아세탈(POM)

폴리아세탈은 1987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

다가 1988년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하였다. 1988년 

효성이 일본 미쓰비시가스화학과 합작으로 중합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을 설립함으로써 국내 생산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1991년 LG화학은 일본 우베의 파일럿 단계의 기

술을 이전받아 3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기상

중합법으로는 세계 최초로 연산 1만 톤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였고, 1998년 KTP(코오롱과 도레

이의 합작회사, 현 코오롱플라스틱)가 상업생산

을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연간 14만 5,000톤, 코오롱플라스틱이 8만 톤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다. LG화학은 2005년 POM 

수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컴파운드를 제조·판

매하고 있다.

(4)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카보네이트는 1989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

해 왔다. 1990년 GE플라스틱코리아가 미국 본사

에서 기초수지를 수입하여 컴파운드 제품을 국내

에서 생산하였다. 1991년 삼양사와 일본 미쓰비시

케미칼이 합작한 삼양화성이 연산 1만 5,000톤 규

모로 PC를 생산하면서 국내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8년 LG화학이 미국 다우케미컬

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2000년부터 PC를 생산하

기 시작하였다.
35) 2003년 고합으로부터 KP켐텍 별도 법인으로 설립, 2012년 롯데케미칼  

 자화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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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규 업체들의 참여와 증설을 통하여 국내 

생산능력이 확대되어 현재 롯데케미칼36) 약 21만 

톤, 자회사인 롯데첨단소재 24만톤, LG화학 17만 

톤, 삼양사 12만 톤 등 국내 총 생산규모가 연산 

74만 톤 수준에 이른다.

2010년대 들어 코모노머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특

성을 갖는 PC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

관능기를 이용한 분지구조 PC, 방향족 구조 도입

에 의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고내열 PC, 저온 충격 

특성과 내화학성을 향상한 실리콘 공중합체, 디

스크 용도의 광학특성 향상을 위한 PS 블록 개질 

PC 및 표면 경도와 난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중합체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나일론과 함께 대

표적 결정성 EP로서 전기적 성질, 내열성, 내화

학성과 성형가공성이 우수하여 전기전자 분야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산업용 및 자동차 부

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요구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유리섬유와 무기 

충진제 보강에 의하여 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

는 장점이 있어 커넥터, 릴레이 및 스위치 등 전기 

부품에, 타 수지와 얼로이한 제품들은 자동차 부

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83년 삼양사가 배치식 공법으로 제품을 개발하

였으나 국내 시장이 작아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1984년 코오롱과 LG화학, 1985년 효성이 공

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어 제일합섬, 선경인더스

트리, 삼양사와 고합-악조가 생산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많은 업체들이 PET로 생산을 전환하였거

나37) 중단하였다. 코오롱만 PBT 수지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컴파운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PBT는 공중합체와 다양한 모노머의 조합을 통하

여 고내열 제품과 엘라스토머를 제조할 수 있다. 

친환경 특성을 강화한 비할로겐 난연 제품과 식

물 기반의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매스 폴리에스터 

중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 변성 폴리페닐렌옥사이드(MPPO)

MPPO (Modi� ed Polyphenylene Oxide)는 PC와 더

불어 무정형 EP에 속하며, PS와 상용성이 우수

하여 얼로이 형태로 이용된다. PPO / HIPS, PPO 

/ PA와 PPO / Rubber 등이 대표적이며 PPO / PP 

및 PPO / PE 등 올레핀계 수지와 얼로이 제품도 

개발되었다. 특히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

지면서 케이블 용도로 연질 특성을 갖는 비할로

겐 난연 제품 개발 연구와 자동차 플라스틱 펜더

용으로 온라인 정전도장이 가능하며 고내열과 내

충격 특성을 갖는 얼로이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슈퍼 EP의 국내 생산 및 기술개발 동향

슈퍼 EP는 범용 EP보다 내열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성이 뛰어난 고기능성의 플라스틱을 총칭하며, 

PPS, PPA, LCP, PEEK, PSU, PAR 및 PI 등이 있다. 

이들 중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PPS와 PPA는 

주로 자동차 전장부품과 전기전자 부품에, LCP

는 SMT 커넥터, 스마트폰과 LED에 각각 적용되

었다. 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폰과 LED 조명 시장 

성장에 따라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제품인 슈퍼 EP의 경우 국산

화율이 매우 낮고,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이 외국 

선진 회사에 비하여 아직도 크게 낙후되어 있어

서 국내 기업들과 연구기관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

다. LCP는 삼성정밀화학이 2003년부터 독자 개발

을 시작하여 2008년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

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범용 위주 제품과 소규모 

생산규모로 인하여 사업 경쟁력 약화와 누적된 

적자로 2014년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에서 철수하

였다.

슈퍼 EP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PPS는 이니츠38)

와 도레이 첨단소재가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여 

상업생산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LG화학, 코오롱, 

제일모직(현 롯데첨단소재), 현대EP, 만도신소재

(현 현대머티리얼) 등 기업들이 해외에서 PPS 수

지를 수입하여 컴파운드 개발을 통하여 시장 진

입을 시도하고 있다.

다. 국내 관련 기업체 동향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EP 산업으로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업계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선

진국의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 

EP 산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협소한 국내 

시장을 탈피하여 중국, 동남아, 미주 및 유럽 등

의 시장 공략을 위하여 해외에 컴파운드 제조공

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내 

주요 화학 기업들의 EP 사업 동향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SK케미칼

SK케미칼이 8년여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PPS는 

원료와 생산 공정에서 염소를 배제한 것이 특징

으로 디클로로벤젠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존의 

PPS 제조법과 차별화하였다. SK케미칼은 일본 데

이진과 합작으로 이니츠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PPS 사업에 착수한 이후 울산에 연산 1만 2,000

톤 규모의 PPS 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글

로벌 화학 회사인 에이슐만(A. Schulman)에 PPS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준공한 

생산 공장이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2) 효성

효성은 지난 10여 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0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 과제 ‘세계 

10대 일류소재 기술 사업’으로 연구지원을 받아 

2013년 폴리케톤을 개발하였다. 폴리케톤은 대기

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서 PA, POM과 PBT를 대체할 

수 있는 EP 수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내 기업

으로서는 효성이 처음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였고, 현재 연산 1,000톤 규

모의 폴리케톤 중합 생산설비를 구축해 양산하고 

있다.

(3) LG화학

LG화학은 1980년대 초부터 EP 사업에 뛰어들

어 EP의 국산화를 추구하였고, 현재 PC, PBT, 

MPPO와 PA 컴파운드 등 다양한 EP 컴파운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2015년 EP 사업 부

36) 2015 인수한 삼성SDI 화학사업부문인 현 롯데첨단소재의 

 생산규모 포함

37) LG화학은 PBT 엘라스토머 생산으로 전환

38) SK케미칼과 테이진의 합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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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매출액은 1조 2,000억 원에 육박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성장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나일론 컴파운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경량화 요구와 친

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슈퍼 EP인 PPS 컴파운

드, 전자파 차폐 특성소재, 열전도성 수지 및 장

섬유 강화 복합소재 등의 고기능, 특수 EP 소재

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4)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플라스틱은 2016년 10월에 경북 김천일반

산업단지에 PA와 POM 등의 EP 컴파운드 제품 

생산을 위한 김천2공장을 완공하였고, 컴파운드 

생산량도 기존 연산 3만 5,000톤에서 5만 톤으로 

늘렸다. 또한 4월에는 글로벌 종합화학 회사인 바

스프와 손잡고 POM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하여 

착공식을 가졌다. 신설되는 공장은 2018년 하반

기부터 연산 7만 톤의 POM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기존 생산시설과 합쳐 단일 사이트로

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 15만 톤의 POM을 생산

하게 된다.

(5) 도레이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에 3,000억 원을 투자하

여 2016년 7월 PPS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로써 연

간 PPS 수지 8,600톤, PPS 컴파운드 3,300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체 PPS의 

65%는 중국에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6) 현대EP

1988년에 현대산업개발 유화사업부로 발족한 현

대EP는 자동차 내외장 부품용 복합PP를 시작으

로 나일론, PBT 컴파운드, PC / ABS 및 PPE 얼

로이 등의 EP 제품을 생산하였다. 또한 PPS 컴파

운드까지 개발하여 제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7) 코프라

코프라는 나일론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컴파운

딩 전문 업체이다. 현재 국내 나일론 시장은 로디

아, 듀폰, 바스프 등이 고객사에 대한 빠른 대응

력과 소재 국산화 시도를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2012년에는 장섬유 강화 소재 생

산라인을 구축하였고, SK케미칼과 PPS를 공동 

개발하기로 제휴하였다. 2014년 미국 조지아주에 

컴파운딩 공장을 신설하여 기아차와 현대차 미국 

공장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등 해외까지 진출하

였다.

상기 국내의 석유화학, 섬유업체 외에도 미국의 

GE(현 사빅)와 듀폰과 셀라니즈(Celanese), 독일

의 바스프와 바이엘(BAYER), 벨기에의 솔베이

(Solvay) 등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이들 중 사빅과 

바스프는 각각 충주와 예산에 컴파운딩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 및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두 회

사의 연간 생산규모는 각 3만 5,000톤 내외이다.

3.5.8 PC

가. 롯데첨단소재

(1) 기술도입 및 체화기 : 중합기술 도입

제일모직(현 롯데첨단소재)은 1990년대 초 PC 

(Polycarbonate)의 컴파운드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

한 2000년대에 PC 중합라인을 준공하여 PC 사

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 2006년 제일모직은 일본 아사히카세이와 

PC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여수에 연

산 6.5만 톤 규모의 첫 번째 라인을, 2012년에 두 

번째 라인을 준공하였다. 지속적으로 공정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 결과 2013년 연

산 24만 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다.

(2) 기술선도기 :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선도

① 휴대폰 PC

1990년대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내충격성이 우

수한 외장용 소재로 PC계 소재가 채택되었다. 휴

대폰 사용 중 떨어뜨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내

충격성이 우수해야 했고, 소형이지만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라 컬러 발현도도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이런 요구 물성과 성형 용이성을 만

족시키는 소재는 PC / ABS 얼로이뿐이었고, 이

는 PC의 강자였던 GE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휴대폰 업계의 후발주자로서 애

니콜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였다. 자동차에 밟힌 

후 통화가 되는 것을 시연하는 등 경쟁 제품 대

비 월등한 내구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PC / 

ABS 대신 강성이 탁월한 PC를 외장용 소재로 채

택하였다. 그러나 PC는 일반적 강성은 충분하였

으나 휴대폰 외장을 성형하면 응력집중 현상에 

의하여 특정 부위의 강성이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어 불량률이 매우 높았다. 제일모직의 양삼주, 

서경훈 등의 연구원들은 우선 응력집중 정도와 

균열 발생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평가법을 고안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수많은 평가를 수행한 결

과 사출응력 집중은 단순히 소재의 용융 점도만 

낮추어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출응력 영역에서 

미세한 용융 거동의 제어를 통하여 응력 집중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1년여 개발기간 후 1990

년대 말 출시된 1세대 휴대폰용 PC 제품은 GE 

제품을 제치고 휴대폰용 소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제일모직은 지속적 제품 개발

을 통하여 휴대폰용 PC 제품 시장에서 시장 점

유율 1위를 놓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휴대폰은 플립형에서 폴더나 슬라

이드형으로 형태가 변함과 동시에 블랙 일색에서 

실버·그레이나 유채색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외장 소재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이

를테면 다양한 컬러 도장에도 폴더의 힌지에 가

해지는 지속적인 응력을 견뎌내는 내화학·고강성

이 대표적이었다. 기존의 소재는 내화학성이 부

족하여 다양한 컬러 도장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

하는 등 불량률이 높았다. 착색성이 부족하여 불

완전하였던 LCP 얼로이에 대한 착색성 개선과 새

로운 내화학성 향상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다.

LCP 얼로이 개선 과제는 실패하였으나 연구원들

에39) 의한 내화학성 향상기술 개발은 성공을 거

두어 다양한 도장 조건하에서도 균열 발생을 억39) 민성식,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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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후 강도 보강

을 위하여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신규 보강제를 개

발함으로써 내화학성과 고강성을 갖춘 2세대 휴

대폰용 PC 제품이 탄생하였다. 이 제품으로 제일

모직은 휴대폰용 PC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1

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2005년 휴대폰 외장용 합

성수지는 World’s Best 제품에 선정되었다.

② 난연 PC계 소재

PC의 비할로겐 인계 난연화 기술은 1990년대 초

에 바이엘(Bayer, 현 Covestro)이 특허 출원하여 독

점하고 있었다. 제일모직은 1990년대 중반 바이

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난연화 기술개발

에 착수하였다. 바이엘의 난연 기술은 PC에 난연

제로 TPP / RDP를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가수분해에 취약하였다. 연구원들은40) 1997년 세

계 최초로 BDP를 적용함으로써 내가수분해성이 

우수한 인계 난연 PC계 소재를 개발하였다. 제품 

출시 직후부터 바이엘과 특허 소송이 20년 가까

이 이어졌으나 승소하였다. 이후 BDP는 PC의 대

표적 인계 난연제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삼성전자는 ‘보르도TV’의 출시로 

TV 업계 1위에 올라섰다. 뒤이어 출시된 ‘ToC’ 모

델은 디자인 특성상 투명소재를 채택한 이중사출 

기법으로 생산되었다. 그동안 난연성과 유동성

이 우수한 투명 소재가 없어 신규 개발이 요구되

고 있었다. 난연 보조제로 사용되는 테프론에 의

하여 소재가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고등급의 난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개발의 핵심이

었다.

연구원들은41) 테프론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많은 

물질을 테스트하였다. 그러나 적합한 것을 찾지 

못하여 PC 자체에 대한 개질을 시도하였다. 선형

구조인 PC에 분지를 도입하여 고온에서 유변 특

성을 조절한 것이 주효하였고, 이에 따라 테프론 

없이 투명한 고등급 난연 PC를 개발할 수 있었

다. 개발된 투명 난연 PC 소재는 내스크래치 소

재와 더불어 혁신적인 TV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

여 TV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제

일모직은 투명 난연 PC 수지 개발로 2009년 IR52 

장영실상을, 2010년에는 제11회 부품소재기술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3.5.9 PET

가. 롯데케미칼

(1) 기술도입 및 체화기 : PET 사업의 새로운 시작

국내에서 1969년 삼양사가 섬유융(staple fiber, 

� lament)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와 1978년 

SK케미칼이 수지용 PET를 최초로 생산하였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

거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음료수나 생수 등의 용기로 널리 사용되는 PET는 

각광받는 플라스틱 용기 중 하나였다. 롯데케미칼

은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사용하는 PET 용

기 수요를 그룹 내부에서 충당하기 위하여 PET 

사업을 추진하였다. 롯데칠성음료의 PET 수요가 

연간 약 3만 5,000톤에 이르렀고 PET 원료인 EG

도 확보되어 있어 PET 생산은 롯데케미칼이 생산 

제품 다양화를 통하여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기

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PET 공장은 CP (Continuous Polymerization) 공정과 

SSP (Solid Stat Polymerization) 공정으로 구성된다. 

4기의 메인반응기로 구성된 CP 공정은 원료가 각

각의 반응기에서 차례로 화학반응을 거친 후 20

㎛ 필터를 통과하여 칩(Chip)으로 만든다. CP 공

정에서 만들어진 칩은 고온에서 반응시켜 최종적

인 PET 제품을 생산하는 SSP 공정을 거친다.

롯데케미칼은 1996년 8월 독일 카를 피셔(Karl 

Fisher)와 CP 공정 기자재 도입계약을, 9월 이탈리

아 Sinco ENG와 SSP 공정 기자재 도입 계약을 체

결하였다. 1997년 7월 삼성엔지니어링과 건설 도급 

계약 체결, 10월부터 건설공사 착공, 1998년 7월 

준공하였다. 동년 10월까지 Homo-PET 성능보장 

운전, CP 공정에 대한 Co-PET 성능보장 운전과 

SSP 공정에 대한 Co-PET 성능보장 운전을 실시

한 후, 종합시운전을 거쳐 동년 12월부터 상업생

산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은 연산 3만 톤 규모 공

장을 신설한다는 것이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향후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6만 5,000톤 규모로 확대하

였다. 준공 이후 몇 차례의 큰 정비가 이루어지면

서 생산능력은 7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HOPET’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

하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하였다. 국내에서는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롯데칠성음료는 물론 롯데알미늄, 효성, 새한 등

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HOPET는 고객사에

서 사이다, 밀키스 및 생수 등의 병(bottle)으로 성

형되어 최종 소비되었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하여 PET

를 포함한 방향족 사업을 강화하였다. KP케미칼

의 PET 생산능력은 연산 40만 톤으로 세계적으

로 경쟁력이 있었다.

(2) 기술선도기 : 바이오 PET

롯데케미칼은 2012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바이

오 PET 개발과 양산에 성공하였다. 바이오 PET

는 기존 PET 용기 대비 안정성, 투명도와 성형성

이 우수한 제품으로 식물자원으로부터 얻어진 바

이오 EG를 원료로 사용하는 신소재로 음료 포장 

용기뿐만 아니라 전자, 자동차와 섬유 등 다방면

에 사용 가능한 친환경 수지이다.

3.6 합성고무

3.6.1 금호석유화학

15세기 말 신대륙의 발견 시기에 유럽 사람들에

게 처음 알려진 천연고무는 얼마 동안 이렇다 할 

산업 용도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839년에 

황에 의한 가교기술이 개발된 이후 고무는 일상

생활에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무의 활용기술은 공기를 채

운 타이어 발명, 유기 가황촉진제 발명, 카본블랙

의 보강충진제 활용 및 고무의 노화방지제 발명

과 같은 획기적인 진보를 이룩하면서 고무의 대

량 수요를 창출하였다.

합성고무는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천
40) 장복남과 임종철 등

41) 임종철, 이상화와 신승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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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무 생산지역의 편중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천연고무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의 연구개발 노력

과 함께 발명·발전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합성고무 SBR (Styrene Butadiene Rubber)의 품

질 개량과 제조비용 절하 및 특정한 분야에 보다 

적정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각종 특

수고무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6년 기

준 합성고무 총 수요량은 천연고무 총 수요량을 

앞지르고 있다.

최초로 공업화된 합성고무는 메틸고무

(Polydimethylbutadiene)로서 1900년경 독일에서 발

명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인 1914년 최초

의 공업적 제품으로 생산이 개시되었으나 전쟁 

종료와 함께 품질과 경제성 면에서 천연고무에 

뒤떨어짐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었다. 고무의 종

류와 특성을 요약하면 <표 3-9>와 같다. 현재 가

장 경제적이고 범용성 있는 합성고무는 유화중

합 SBR로 1928년경 생산방법이 완성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품질이 향상되어 대량생산 체제

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좋은 물

성을 갖는 저온중합법 SBR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개선되어 왔다. 

유화중합 SBR이 개발되던 중에 내유성이 뛰어난 

NBR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이 개발되어 

비슷한 생산공정으로 발전되었다. NBR은 현재 

수많은 규격의 변종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보다 다소 늦게 내약품성과 내유성이 좋은 CR 

(Chloroprene Rubber)이 개발되었다. 1940년대에

는 내마모성과 내유성 등이 좋은 우레탄계 고무

와 내노화성, 내열성 등이 좋은 실리콘 고무가 발

명되었다. BR (Butadiene Rubber)은 1950년대 중반 

새로운 촉매계의 발견과 더불어 입체규칙성 BR

이 발명되어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 체제가 갖추

어졌다. 새로운 촉매계 개발에 따라 천연고무와 

동일한 화학구조의 IR (Isoprene Rubber), 내후성

과 내열성 등이 뛰어난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이 생산되었다. 1970년대 용액중

합 SBR (Solution SBR)이 발명되고 상업생산을 개

시하면서 품질과 사용기술이 개선되었고, 그 수

요도 증가추세에 있다.

종류 장점 단점

NR
(Natural Rubber)

● 반발탄성이 좋다.

● 신장율이 높다.

● 동적 발열이 적다.

● 접착성이 좋다.

● 내노화성이 낮다.

● 내유성이 낮다.

●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진다.

● 가격변동이 심하다.

SBR
(Styrene Butadiene Rubber)

● 품질이 균일하다.

● 내노화성, 내마모성 등이 천연고무보다 좋다.

● 가공이 용이하다.

● 다른 고무와 혼합사용이 용이하다.

● 천연고무에 비하여 탄성이 떨어진다.

● 동적 발열이 크다.

● 접착성이 다소 떨어진다.

<표 3-9> 고무의 종류와 특성

BR
(Butadiene Rubber)

● 반발탄성이 좋다.

● 동적 발열이 적다.

● 내노화성, 내마모성이 좋다.

● 저온특성이 좋다.

● 가공성이 낮다.

● Wet Skid성이 떨어진다.

NBR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 내유성이 좋다.

●   극성 플라스틱(PVC, 페놀수지 등)과 

상용성이 좋다.

● 가스투과성이 비교적 낮다.

● 극성용매(케톤, 에스테르 등)에 용해된다.

● 전기절연성이 낮다.

HSR
(High Styrene Resin 

Masterbatched Rubber)

● 고무제품의 경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 동적 발열을 크게 한다.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

● 내노화성(내오존, 내후, 내열)이 

극히 우수하다.

● 저온 특성이 좋다.

● 내약품성이 좋다.

● 내수성, 전기절연성이 좋다.

● 작업성이 낮다.

● 접착성이 떨어진다.

● 가황속도가 느리다.

CR
(Chloroprene Rubber)

● 내노화성이 좋다.

● 내유성, 내약품성이 좋다.

● 접착력이 강하다.

● 난연성이 있다.

● 햇볕에 쉽게 변색된다.

● 전기절연성이 낮다.

Solution SBR
(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 Wet Skid 특성이 좋은데 비하여 

저발열성 등 동적 특성이 좋다.

● Roll 수축이 적다.

● 저온 특성이 좋다.

● 가공성이 다소 낮다.

● Cold Flow가 있다.

● 내열성이 낮다.

● 내노화성이 낮다.

SBC
(Styrenic Block Copolymer)

● 가공이 용이하다.

● 가황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 Recycle이 가능하다.

● 내마모성,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 반발 탄성이 약하다.

IIR
(Isobutylene Isoprene Rubber)

● 기체투과성이 극히 낮다.

● 내노화성(특히 내후성)이 좋다.

● 내화학약품성이 강하다.

● 전기전열성과 충격흡수성이 크다.

● 가황속도가 느리다.

● 반발탄성이 적다.

● 다른 고무와 상용성 및 접착성이 낮다.

UR
(Urethane Rubber)

● 내마모성 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 내노화성이 좋다.

● 내유성, 내용제성이 좋다.

● 고경도 탄성체를 만들 수 있다.

● 내열성이 낮다.

● 내수성이 낮다.

Si (or Q)

(Silicon Rubber)

● 내열성과 내한성이 좋다.

● 내후성이 좋다.

● 전기절연성이 좋다.

● 인장강도가 낮다.

● 가격이 고가이다.

ACM, ANM
(Acrylic Acid-Ether of 

Ester Copolymer, 아크릴고무)

● 내열, 내유성이 매우 좋다.

● 내후성이 좋다.

● 내한성이 낮다.

●   에틸렌 글리콜이나 고방향족 오일에 대한 

내유성이 낮다.

출처 : 금호석유화학 제품 매뉴얼(합성고무)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3장
석유화학 산업

348 349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한국의 고무공업 발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에서 생산되고 있는 합성고무

는 중합방법은 <표 3-10>, 주요 용도에 따른 분류

는 <표 3-11>과 같다.

가. 범용 합성고무

범용 합성고무는 주로 타이어, 신발, 자동차 부품

과 기타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고무로 SBR, BR, 

NBR과 LBR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1·3-

부타디엔(BD), 스티렌(SM)과 아크릴로니트릴(AN)

을 주원료로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 기술도입기(1970~1980)

1960년대까지 국내 고무 업계는 천연고무와 합성

고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천연고무 

생산이 없는 국내 고무 업계로서는 합성고무 국

산화만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의 유일한 대안이었

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와 수출 증대를 감안할 때 

관련 산업과 계열화가 시급하였다. 이러한 배경하

에서 1967년 초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는 합

성고무 사업 참여를 결심하고 경제기획원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SBR 공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실수요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1970년 

12월 삼양타이어는 일본 미츠이물산과 50:50 합

작투자를 하여 1970년 12월 한국합성고무공업(현 

금호석유화학)을 설립하였다.

금호석유화학은 일본합성고무(이후 JSR)의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1971년 12월 울산에 연산 2만 

5,000톤 생산능력의 SBR 공장 건설을 착수하여 

1973년 4월 완공하였다. 당시 BD는 주로 대한석

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로부터 공급받았다.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합성고무의 수입 대

체를 통하여 안정적 원료 조달이 가능해져 타이

어 업체 등 국내 고무 업계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BR은 여수석유화

학단지에서 처음 생산되었다. 금호석유화학이 JSR

의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1978년 6월 착공하였고, 

1980년 9월 국내 최초로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BR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 기술체화기(1981~1990)

1980년대 국내 합성고무 주요 시장은 자동차 산

업의 성장과 함께 타이어와 호스류 등 자동차 부

품 수요가 핵심이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

1884 민영식, 홍영식 등 미국 사절단 귀국 시 고무제품  

 도입(공, 지우개 달린 연필 등)

1884 우정국의 체신용 고무부품 도입 사용

1885 한성전신총국에서 고무부품 도입 사용

1919 최초의 고무공장인 대륙고무공업 설립

 (설립자 : 이하영)

1922 (서울)한성, 반도, 경기, 대창고무 설립, (평양)서선,  

 동아고무 등 개업

1926 고무절구를 일본, 대만 등지에 수출

1932 자전거 타이어, 방수포, 고무벨트, 고무관 등  

 소규모로 생산 시도됨

1939 조선고무공업조합연합회 설립

1941 조선타이어(현 한국타이어) 설립

1946 조선고무공업동업회 설립

1952 흥아타이어(현 우성산업) 설립

1960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 설립

1970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 설립

출처 : 금호석유화학

시험항목 분류

Emulsion Polymerization
SBR, NBR, HSR, SB Latex, 

NB Latex

Continuous Solution 

Polymerization
HBR, LBR

Batched Solution 

Polymerization
SSBR, SBS

<표 3-10> 중합방법에 의한 분류

출처 : 금호석유화학

주요 용도 분류

타이어, 신발 SBR, SSBR, HBR

합성수지 충격 보강 LBR

자동차 부품, 호스, 벨트 NBR, HSR

접착제, 물성개질(고분자, 

윤활유, 아스팔트), 컴파운딩
SBS

제지 및 기타 SB Latex, NB Latex

<표 3-11> 주요 용도에 의한 분류

출처 : 동아일보, 1970. 12. 26.

<그림 3-27> 합성고무 공장 건설

출처 : 매일경제, 1973. 5. 14.

<그림 3-28> 합성고무 SBR 국내 생산 공급

출처 : 매일경제, 1980. 4. 16.

<그림 3-29> 합성고무 BR 국내 생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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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가장 신발을 많이 만들던 나라로 신발 분

야의 수요가 특히 많았다. 1980년 9월에 금호석유

화학이 국내산 합성고무 21톤을 싱가포르에 처음 

수출하였다. 이 시기는 1970년대 도입된 기술에 

국내 경험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더해졌고, 수차

례의 증설을 반복하면서 생산공정이 대형화되었

다. 유틸리티 절감을 통하여 제조원가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1983년 금호석유화학은 울산에 유화중합에 의한 

합성고무 제법을 연구하는 연구실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1985년 용액중합 영역까지 포함하는 

합성고무의 제법을 연구하는 금호석유화학연구

소를 창설하였다. 1988년 2월에는 여수에 별도의 

연구소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이는 합성고무 개발 

및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금호석유화학은 1986년 11월 JSR과 다목적 BR 

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8년 11월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다목적 BR 

공장 완공 후, 하이시스부타디엔고무(HBR)와 로

우시스부타디엔고무(LBR)를 병행 생산하기 시작

하였다.

금호석유화학은 JSR사로부터 1980년 SB 라텍스 

제조기술, 1983년 NBR 제조기술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1983년 NBR 연산 2만 5,000톤, SB 라텍스 

1만 톤 규모의 공장을 울산에 건설하였다. NBR 

제조기술은 회분식(배치식) 제조법이었으나 1985

년 10월 자체 기술에 의하여 연속식 제조법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향상하였다. 초기에 생산된 

SB 라텍스는 주로 종이 코팅과 카펫 접착제 용도

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1987년 추가 기술 도입을 

통하여 폼러버(foam rubber)용 라텍스를 연간 1만 

톤 규모로 생산하게 되었다. 1987년 12월 일본합

성고무와 다목적 SB 라텍스 공장 건설을 위한 기

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간 1만 톤 규모의 

다목적 SB 라텍스 공장을 1988년 완공, 상업생산

을 시작하였다.

1988년에 JSR 기술의 음이온 중합으로 SSBR을 연

간 2만 5,00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 국

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기술 도입된 초기 제품

은 신발 용도였다.

(3) 기술선도전환기(1991~2010)

이 시기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적 중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신발 산업은 원가 경쟁력의 

한계로 공장을 급속히 해외로 이전하던 시기이

다. 따라서 내수에서는 타이어 산업이 합성고무 

시장을 견인하였으며 해외로 이전하던 신발 산업 

업종을 따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중

국과 교역이 시작되었고 중국의 발전에 따라 중

국 수출이 합성고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

출이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생산성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금호석유화학은 시멘트 혼화용 SB 라텍스를 1990

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상업화에 성공하였다. 

이 제품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투수성을 낮추고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장점으로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공헌하였다. 1991년에는 내수

성이 우수한 부직포용 SB 라텍스를 자체 개발·상

업화에 성공하였다. 이 제품은 높은 접착성과 내

노화성을 장점으로 부직포, 섬유와 카펫 용도 등 

다방면으로 적용되었다.

1991년 12월 타이어코드용 SB 라텍스를 국내 최

초로 자체 개발하여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1989

년 판지용 라텍스 KSL 205 개발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자체 기술로 다양한 용도와 제품군 

개발과 상업화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다. 국내 

최초로 3중 구조의 고접착 라텍스 KSL 207, LWC 

용지 전용 KSL 208, 고속도공용 KSL 220 등의 

제지용 라텍스와 카페트 안감(Carpet backing)용 

KSL 103 등을 상업화하였다. 1993년 8월 JSR과 

CTC Free SB 라텍스 제조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

하고 1995년 7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1994년

에 음이온 중합기술을 이용하여 LBR을 국내 최

초로 개발하여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HIPS 제조회사에 중요한 원료로 수입 대체 공급

할 수 있었다.

1994년 4월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연구조직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전하여 기술에 의한 고무 

산업 발전을 기약하였다. 1997년 용액중합 분야

의 신기술을 손쉽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여수공

장 내에 합성고무 파일럿 공장을 완성하였다.

2001년 3월 LMC(라텍스 개질 콘크리트)용 라텍

스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같은 해 12월 

관련 배합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320호)을 취득

하였고,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2001년 반포대교 

시험포장을 시작으로 인천대교와 서해대교 등 대

형 교량을 LMC 공법으로 포장하여 국내 교면포

장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LMC 공법은 2008년 

이후 한국도로공사 교면포장 표준설계로 지정되

어 있다.

1997년 IMF 이후 국내 라텍스 고객들의 원가 절

감의 노력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SB 라

텍스도 원가절감 및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이 이

루어졌다. 동일한 용도와 제품군에서 LWC 전용 

KSL 208이 고객의 요구와 원가 절감에 따라 KSL 

218과 KSL 228 등 지속적인 등급 개발과 상업화

가 이루어졌다. 고속도공용 KSL 220도 업체에 따

른 맞춤형 처방 변경에 따라 KSL 242, KSL 243A

와 KSL 252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2000년대에 진

입하면서 제지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코팅

속도가 빨라지면서 2004년 초고속 도공용 라텍스

가 개발되어 상업생산을 개시하였다. 2007년 중

국의 제지시장 개척을 위하여 산동성 일조시에 

SB 라텍스 합작법인(일조금호금마화학유한공사)

을 설립하여 현지 생산과 공급을 진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 신종플루와 변종바이러스 등이 

크게 늘면서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나 각종 의료

행위용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천연라텍스 장갑은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

우가 많아 대체제로서 NB 라텍스가 각광받기 시출처 : 매일경제, 1991. 7. 8.

<그림 3-30> SBR 라텍스 양산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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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금호석유화학은 2007년 포화되어가는 

국내 제지 시장의 한계를 능동적으로 탈피하고자 

수술용 장갑 용도로 사용되는 NB 라텍스 생산기

술을 2009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연산 20만 톤 

규모의 연속식 생산설비를 신규 건설하였다.

세계적 환경규제와 자동차의 경량화, 연비성능의 

향상 요구에 맞추어 2000년대 타이어용 합성고

무 시장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BR 시장에서

는 연비와 마모 성능의 혁신을 위하여 기존 니켈

을 중심금속으로 이용하는 배위중합기술에서 희

토류 금속 Nd를 중심금속으로 사용하는 NdBR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년의 연구 끝에 2004

년 6월 별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양산을 시작

하였다. 이 NdBR을 이용하여 2004년 금호석유화

학은 탄성이 매우 우수한 폴리부타디엔을 개발하

였고 ‘울트라 하이시스 폴리부타디엔’이라는 상품

명으로 출시하였다.

금호석유화학은 소재 생산에 가장 중요한 Nd 촉

매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

여 제품 생산에도 성공하였다. 이 제품은 당시까

지 상업화된 고분자 소재 중 탄성·내마모성과 내

발열성이 가장 우수한 재료였으며, 미쉐린과 콘티

넨탈 등 세계적 타이어 업체들이 사용하였다. 또

한 캘러웨이와 테일러메이드 등 골프공 제조업체

들도 탄성이 우수하고 회전력이 좋은 골프공을 

만들기 위하여 이 제품을 많이 활용하였다. 현재

는 NdBR-40과 60의 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울트라 하이시스 폴리부타디엔으

로 2006년 2월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유화중합법을 이용하는 기존 SBR보다 용액중합

법을 이용한 SSBR이 제동 특성과 연비 특성 혁신

에 유리하다는 기술적 요구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은 자체 역량으로 SSBR을 개발하여 2004년 10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를 이용한 실리카 타

이어의 성능은 기존의 카본블랙 타이어용 제품 

대비 연비 특성과 제동 특성이 우수하였다. 또한 

가공성과 마모 성능이 우수한 연속식 SSBR 중합

형 제품에 대한 시장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연속식 제조기술에 대하여 JSR과 기술 계약을 체

결하였다. 2010년 금호석유화학은 독자 제품 2종

을 자체 개발·상업화하였다. 특히 SOL C6450SL

은 금호석유화학의 배치 커플링 기술과 연속식 

중합기술을 접합한 제품으로 연속식 제품의 차세

대 제조기술 기반을 수립하였다.

나. 기술선도기(2011년 이후)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의 범용 합성고무 생산능

력 배가와 세계적인 경기의 장기 침체로 역내 공

급의 초과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대비 생산원가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고, 고

무 관련 제품들의 생산기지가 동남아시아로 이전

되면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자동차 시

장은 친환경 정책의 환경규제 차원으로 타이어의 

성능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여 유럽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품질 차별화 및 고객맞춤형 제품의 설계

가 중요해졌다.

금호석유화학도 SSBR제품 차별화 및 고기능성화

를 위하여 SSBR를 제조할 때 고분자 말단에 실리

카와 친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성 기기를 

도입하였고, 2011년 SOL 5270H을 비롯한 2종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였다. 타이어의 연비, 마모

와 제동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 말단변성 

기술을 처음 도입하였고, 2013년 최고의 연비 성

능을 보유한 제품 SOL 5251H를 성공적으로 상

업화하였다. 동일 기술을 이용하여 습윤 저항과 

연비 성능을 보유한 SOL 5360H 제품도 출시하였

다. 연속식 제품의 장점인 가공성, 내마모성과 연

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5년 연속식 제

품에 특화된 신규 변성제를 개발·도입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금호석유화학

은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현재 세계 선두권 기술

을 확보하고 있다.

합성라텍스 장갑의 품질은 얼마나 얇게 만드느냐

에 달려있는데,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40년간 합성

고무 라텍스 개발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활용하

여 장갑 한 짝에 들어가는 NB 라텍스의 양을 기

존 7g에서 절반 이하인 3g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

였다. 개발된 NB 라텍스의 인장강도와 코팅 성

능이 우수하여 이 같은 탁월한 물성을 바탕으로 

2016년 25만 톤에 달하는 판매 실적을 이루었다. 

2016년에는 20만 톤 추가 증설을 통하여 연산 40

만 톤의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시장에

서 가장 후발 주자로 참여하였음에도 물성이 가

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NB 라텍스는 제품 설계

를 다양화하여 의료용뿐만 아니라 공업용 등으

로 사용 분야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 특수 합성고무

특수 합성고무는 주로 내오존성, 내화학성, 내열

성과 공기투과 억제성 등의 물성이 요구되는 특

수한 분야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EPDM과 부틸

출처 : 금호석유화학 내부 자료

<그림 3-31> 울트라 하이시스 폴리부타디엔(NdBR-40) 용도

출처 : IRC, 2012, 금호석유화학 발표자료

<그림 3-32> SSBR 중합형 제품

출처 : IRC, 2012, 금호석유화학 발표자료

<그림 3-33> 말단변성 기술을 이용한 SSBR 제품

신발

플라스틱 개질제

NdBR-40

타이어

골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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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IIR) 등은 시장규모가 비교적 큰 제품이다. 

EPDM은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로 국내

에서는 두 회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IIR은 이소

부틸렌과 이소프렌의 공중합체로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는다. 기타 특수고무는 IR(이소프렌고무), 

CR(클로로프렌고무), ACN(아크릴고무)와 불소고

무 등이 있으나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실리콘고무는 KCC 및 HSR사(구 해룡실리콘) 등

이 자체 기술로 액상실리콘 고분자와 고상실리콘 

고무를 생산하고 있다.

(1) 기술도입기

1985년 6월 금호석유화학은 JSR과 합작투자로 금

호EP고무(현 금호폴리켐)를 설립하고 JSR의 제조

기술로 여수공장에서 연산 2만 톤 EPDM 생산을 

시작하였다. 금호폴리켐은 기술 도입 후 체득한 

자체 기술로 수차례의 증설과 생산성 혁신을 현

실화하여 현재 연산 22만 톤의 EPDM 생산능력

을 보유하고 있다.

(2) 기술체화기

1982년 8월 하이스티렌고무(HSR)를 자체 기술로 

기존 SBR 생산라인을 활용하여 같은 해 11월부

터 연산 5,000톤 규모로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1983년 HS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에서

도 개발하지 못한 고온중합 공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고온중합법은 투입 원료를 100% 반

응시킬 수 있으며 종래의 저온중합시설에는 필수

적인 냉각시설이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발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 2억 1,000만 원

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었다. 생산 공정은 1984

년 3월 도입을 완료하였다. HSR은 원료 중 SM의 

양이 SBR보다 큰 것이 특징이며, 구두밑창과 항

공기 타이어 등에 사용된다.

라. 열가소성 탄성체

열가소성 탄성체는 크게 스타이렌계와 올레핀계

로 구분될 수 있다. 스타이렌계는 삼원공중합체

인 SBS와 SIS이 있고, 이 제품들의 수소 첨가물

인 SEBS와 SEPS 등이 있다. 올레핀계는 알파올

레핀 변성 올레핀고무와 EPDM과 PP를 동적가교

(dynamic cross linking)시킨 TPV가 있다.

(1) 기술도입기

1994년 금호석유화학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비오

일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SBS)와 오일 스

티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를 국내 최초로 상업

화에 성공하였으며, 1998년 연간 생산량 2.5만 톤 

규모의 SBS 전용 공정을 건설하였다. SBS는 방수

시트, 아스팔트 첨가제, 플라스틱 첨가제 및 신발 

재료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이다. 고무와 같이 우

수한 탄성을 가지면서도 일반 고무와 달리 가황

공정이 필요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여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금호석유화학의 개발로 

수입 대체에 성공한 사례이다. 1996년 금호석유화

학은 이 기술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선형 구조를 갖는 제품 외 방사형 구조를 

갖는 제품(KTR-401, 401H)과 고경도 고흐름성

의 플라스틱 개질 용도용 제품(KTR-602) 등 8종 

제품을 연간 7만 5,000톤을 생산 중이다. SBS에 

이어 SIS 제품군 개발과 SBS의 수소 첨가 SEBS를 

개발하였으나 경제성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어려

워 상업화는 유보하였다.

(2) 기술체화기

2000년 이후 SBS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아스팔트 

개질용, 접착제용과 플라스틱 개질제 등으로 미

세 구조가 다른 제품들이 확보되었다. 다른 재질

들과 혼합을 통하여 용도를 넓히는 컴파운드 시

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연산 7만 5,000톤의 SBS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

다. 2007년 금호폴리켐이 자체 개발에 의하여 연

산 5,000톤의 TPV 양산 체제를 갖추었으며 이후 

2017년까지 연산 1만 2,000톤 규모로 확장하였다.

출처 : 매일경제, 1982. 11. 10.

<그림 3-34> 금호석유화학, HSR 국산화 성공

출처 : 금호석유화학 내부 자료

<그림 3-35> 금호석유화학의 HSR

출처 : 금호석유화학 제품 매뉴얼(합성고무) 자료

<그림 3-36> 금호석유화학의 (좌)비오일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KTR101)와 
(우)오일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KTR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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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제품

3.7.1 무수프탈산

가. 애경유화

(1) 기술도입기

국내 최초의 무수프탈산(PA - Phthalic Anhydride)

을 제조한 채몽인 사장(현 애경유화의 창업주)은 

1945년에 설립한 무역회사 대륭양행에 이어, 1950

년 옥방광업을 설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몽

인은 1953년 피란지 부산에서부터 사세 확장을 

위한 신규 사업을 구상하던 끝에 유지 공업 진출

을 결정하고, 1954년 6월 국내 화학 공업의 효시

인 애경유지공업(현 애경유화)을 설립하였다. 이

후 애경유화는 서울 영등포 공장에 국내 최초로 

무수프탈산 공장을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

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효시를 이루었고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애경유화는 1966년 무수프탈산 사업 진출을 결정

하고 추진해 나갔는데 서독 Ftalital과 Krebskosmo

에서 기술특허권과 설비를 각각 도입하기로 결정

하였다. Rokinser를 통하여 발주하여 1968년 6월 

영등포에 연산 3만 6,000톤의 무수프탈산 공장을 

준공하였다. 애경유화의 무수프탈산 공장은 1970

년대 제정된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에 의거, 제1

호 석유화학 공업 등록 업체로 정부 인증을 받기

도 하였다.

당시 애경유화는 합성수지 제품인 알키드 레진, 

폴리에스테르 레진과 가소제 등의 원료로 사용하

고 있는 무수프탈산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공

급하고 있었다. 당시 경제개발계획 등을 근거로 

향후 국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은 명약관화하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걸림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무수프탈산 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장치 산업으로 전 공정 자동화와 방폭 

장치 등을 포함한 옥외 화공장치에 대한 지식 등

이 필요하였다. 제조설비는 서독에서 선박 편으

로 부산항에 도착하면 철도를 통하여 영등포 공

장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다.42) 

1969년에 애경유화는 계획 조업에도 불구하고 무

수프탈산 적체량이 증가하면서 조업중단 사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입 대체 효과의 논

리로 주무부서인 상공부를 설득하고, 무수프탈

산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위기를 넘기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였다.

이후 무수프탈산이 본격적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서 영등포 공장 내에서 증설 등이 걸림돌이 되었

다. 때마침 정부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

을 추진함에 따라 1970년 2월 서독의 Von-Hyden

에서 기술 특허를, Chemiebau에서 설계와 설비

를 도입하는 무수프탈산 플랜트 차관계약을 맺

고 계열사 신설을 추진하였다. 1970년 10월 애경

유화 전신인 삼경화성을 설립하였고, 1970년 11월

과 1971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외자도입 심의위원

회를 통하여 정부의 정식인가를 취득하였다. 1971

년 4월 울산공장의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Chemiebau가 파견한 기술자의 협력 아래 시운전, 

성능보증 운전을 마쳤다. 이어 1972년 10월 삼경

화성 울산공장에서 연산 8,400톤의 Von-Hyden 

프로세스를 채용한 무수프탈산 생산설비의 준공

식을 가졌다. 이는 영등포공장의 무수프탈산 생

산설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무수

프탈산 공장으로서 막대한 외화절감 효과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받

았다.

(2) 기술고도화기

애경유화는 1975년 7월 제1차 석유파동을 극복

하면서 원료의 장기적 확보, 시설 확장 자금 확

보, 원활한 판로 개척 등을 목적으로 일본의 화

학회사 MGC (Mitsubishi Gas Chemical), DIC 

(Dainippon Ink & Chemical), Itochu 3개사와 합

작투자를 체결하였다. MGC는 o-크실렌 제조공

장을 보유하고 있어 원료 공급 측면에서, DIC와 

우리나라보다 몇 년 정도 앞서 건설된 일본 후쿠오카(福岡)

縣 오오무타(大牟田)시의 무수프탈산 공장에서 반경 4km 이

내까지 사고 여파가 미칠 만큼 큰 폭발사고가 발생(1966. 10.)

하였으나, 사고 원인이 불명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었

다. 애경유지에서도 각종 사고의 진상을 수집하고 원인을 규

명하려 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무수프

탈산 사업은 상당 기간 동안 건설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출처 : 2018. 1. 25. 검색, http://www.shippai.org/fkd/cf/CC0000122.html

1950년대의 애경유지는 6·25전쟁 후에 민족 자본과 우리 기

술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조업체로 평가받아 많은 견학단과 

산업시찰단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공부에서는 미국 원

조단을 비롯한 외국 귀빈들의 시찰 코스로 애경유지를 추천

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재건 노력과 기술입국의 의지를 천명하

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임 상공부 장관 부임 후, 초

도순시 코스로 애경유지를 방문하는 관례가 있을 만큼 애경

유지의 명성이 드높은 시기였다. 특히 1960년에는 윤보선 대

통령이 영등포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일본, 대만

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의 산업시찰단의 방문으로 성황을 이

루었다. 또한 봄, 가을에는 중고생은 물론이고 각 대학의 화학

과, 화공과 학생들의 견학이 정례행사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출처 : 애경 사보, <애경야사>

42) 이때, 설비를 제공한 Krebskosmo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은 빌(Will), 
 킨켈(Kingel), 포그트(Vogt) 등이었으며, 회사 측 시운전 요원 이배근 과 

 장과 최명규 계장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모든 설치와 시운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출처 : 애경 50년사

<그림 3-37> 울산 무수프탈산 공장 착공식(좌), 울산공장 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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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chu는 무수프탈산 실수요자인 일본의 10대 종

합 무역 상사로서 제품 판매 및 원료 공급 측면에

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1972년 Von-Hyden 프로세스를 채택하여 연산 

8,400톤의 무수프탈산 제1공장을 준공한 이래, 

1978년 2월 연산 1만 5,000톤의 무수프탈산 제2

공장을 완공하여 생산능력을 증대하였다. 제2공

장은 프랑스 론 풀랑(Rhone- Poulenc)에서 기술

특허를 도입하고 Krebskosmo에서 설계 및 설비를 

도입하였으며, 시운전과 퍼포먼스 테스트를 거쳐 

준공하였다. 1980년 10월 Von-Hyden에서 기술특

허를, 서독 DPG (Davy Power Gas)에서 설계와 설

비를 도입하여 연산 1만 5,000톤 무수프탈산 제3

공장을 추가 완공하였다. 이로써 애경유화는 총

생산량 3만 8,400톤에 달하는 세계적 수준의 생

산규모를 달성하였다.

1987년 12월 독일 바커(Wacker-Chemie)에서 기술

특허, 루르기(Lurgi)에서 설계와 설비를 도입하여 

연산 3만 톤의 제4공장을 준공하였다. 제4공장은 

최초로 에너지 절약형 플랜트로 설계되었다. 공정

에서 발생된 스팀을 활용하여 원료인 공기를 공급

하는 스팀 터빈 발전하였으며, 일부 스팀은 타 공

장의 열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은 무수프탈산 반응공

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가스를 소각 처리하였다. 

그러나 제4공장은 부생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물질 회수를 위하여 루르기에서 기술과 설비

를 도입하여 연산 3,000톤의 무수마레인산 회수

공정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무수프탈

산 공정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었다.

(3) 기술선도기

1990년대 들어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의 

국제 가격 폭등, 수입 자유화, 신규 업체 참가 등

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제품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갔

다. 애경유화는 공정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고객 서

비스 강화 등을 실현하여 내수 시장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0년 3월 독일 바커에서 기술특허와 루르기에

서 설계 및 설비를 도입하여 연산 3만 5,000톤 규

모의 무수프탈산 제5공장을 성공적으로 준공하

였다. 무수프탈산 제4공장도 개조(revamping) 공

사를 실시하여 연산 3만 5,000톤으로 증산하였

다. 제4공장을 준공하면서 갖추었던 부산물인 무

수마레인산 회수공정이 안정화됨에 따라 제1∼3

공장에도 부산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무수마레

인산 생산량을 증대하였다. 더불어 1992년 12월 

MESSO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무수프탈산 부

산물을 원료로 푸마르산을 제조하는 연산 1,500

톤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였다.

1996년 6월 독일 바커에서 기술특허, 루르기에서 

설계와 설비를 도입하여 연산 5만 톤 무수프탈산 

제6공장을 신설하였고, 연산 3,000톤 무수마레인

산 공장도 1996년 6월 준공하였다. 제6공장은 세

계 최초로 공기 1Nm3당 100g의 o-크실렌을 공급

할 수 있는 공정으로 설계되었으며, 애경유화와 

바커 그리고 루르기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성공적

으로 가동되었다. 1998년 4월에는 기존 제4공장

과 제5공장에 루르기의 설계와 설비를 도입하여 

개조(revamping) 공사를 실시하여 연산 3만 5,000

톤에서 4만 5,000톤으로 증산하였다. 1999년 5월 

애경유화는 울산공장의 최초 무수프탈산 생산시

설 제1공장을 26년 7개월 만에 스크랩하였다. 제

1공장은 최초에 연산 8,400톤으로 생산하기 시작

하였는데, 많은 공정 개선과 노하우 축적으로 스

크랩 당시 연산 1만 톤까지 생산량을 증대하였다. 

1999년 애경유화의 무수프탈산 생산능력은 연산 

16만 5,0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다.

(4) 무수프탈산 산업의 현재

애경유화는 2000년까지 축적한 해외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과 운전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

다.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원천기술 제공업체인 루

르기도 일부 배워갈 정도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

하게 되었다.

2000년 무수프탈산 부산물인 무수시트라콘산 회

수기술을 자체 개발하였고, 무수시트라콘산을 원

료로 연산 500톤 규모의 이타콘산 제조공정을 최

초로 개발·상업화하였다. 무수마레인산도 지속

적 공정 개선으로 생산능력을 연산 6,000톤에서 

연산 8,000톤으로 증대하여 무수프탈산 공정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무수프탈산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물을 무수마레인산, 이타콘산 및 폴리올 원료 등

으로 회수하는 사업장은 전 세계적으로 애경유화

가 유일하다. 2006년 공정, 문제, 안전장치 문제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해결함으로

써 제4공장, 제5공장, 제6공장의 원료 공급량을 

100g o-크실렌/공기 1Nm3 load로 지속해서 유지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애경유화가 유

일하다.

2011년 4월에는 자체 설계로 6공장 반응기의 폐

열 스팀 보일러를 교체하여 스팀 발생 압력을 60b 

승압하여 무수프탈산 증류공정의 열원으로 사용

하였다. 이중 일부는 다른 공장의 반응 열원으로 

사용하여 공장 내 에너지 사용원가를 효율화하

였다. 또한 무수프탈산 반응기 후단에 포스트 반

응기(post reactor)를 자체 설계·설치함으로 무수프

탈산의 품질 안정 및 주반응기 촉매의 수명을 연

장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정 개선의 

노력으로 2016년 기준 애경유화는 무수프탈산 연

산 21만 톤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노켐은 

군산에 연산 15만 톤 규모의 BPA 공장을 2012년

부터 가동 중이다.

3.7.2 석유수지

가. 코오롱인더스트리

석유수지(Petroleum Resin)는 나프타 분해공정에

서 발생하는 C5와 C9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다. C9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C9 석유수지

부터 C5 석유수지, DCPD 수지, 수첨 DCPD 수

지, 수첨 C9 수지와 쿠마론인덴수지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다. 석유수지는 천연고무, 합성

고무, 폴리올레핀, 오일과 왁스 등과 같이 사용되

어 점·접착제가 점착성을 발현하고 필요한 물성

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소재이다. 이러한 점에

서 점·접착부여제(Tacki� er) 또는 점·접착부여수

지(Tackifying Resin)라고도 불린다. 또한 타이어, 

잉크, 도료와 포장필름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에 광범위하게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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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요한 산업소재이다.

석유수지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20

만 톤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2~3%이다. 주요 

생산업체로는 대한민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를 포

함하여 미국, 유럽과 일본의 선진 석유화학 업체

들을 꼽을 수 있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 업체들

의 성장이 눈에 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 세

계 수십여 개의 석유수지 생산업체 중 생산규모

와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엑손모빌, 이스트

만에 이어 세계 3위의 생산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977년 국내 최초로 C9 석

유수지 생산을 시작으로 1980~1990년대 쿠마론

인덴수지와 C5 석유수지 등으로 제품을 확대하

였다. 그리고 1997년과 2004년 순수 자체기술로 

수첨 DCPD 수지, 수첨 공중합 DCPD 수지를 개

발하여 상업화하였다.

(1) 기술도입기 : 국내 최초 C9 석유수지 생산

코오롱은 1974년 석유화학 분야에 석유수지라는 

미개척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석유

화학 계열이라면 일차적으로 탈 섬유로서의 의미

와 당시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과도 맞물

리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의 대상이

었다. 코오롱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석유수지

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석유

수지가 일반 화학수지와는 그 특성이 다르고 종

류가 다양하며 용도 또한 광범위하여 선진 기술

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미국, 유

럽, 일본 회사와 접촉하였다. 미국과 유럽 회사들

과의 협상은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본석유화학은 기술이전에 적

극적인 의사를 나타냈고, 협상을 통하여 1975년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일본석유화학

은 C9 석유수지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생산 중

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코오롱유화(현 코오롱인더

스트리)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석유수지가 생

산되는 시발점이었다.

1976년 2월 코오롱유화가 창립되었다. 1977년 6

월 국내 최초의 석유수지 공장 준공을 목표로 기

술 도입, 공장 건설과 시운전 등에 매진하였다. 

1977년 3월 공장의 정상 가동을 목적으로 7명 정

예요원으로 구성된 기술연수팀을 일본석유화학 

공장으로 파견하였다. C9 석유수지 제조공정, 운

전조건, 공장 스타트업과 정지(shut down), 안전관

리 및 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였

고, 생산라인 견학과 실습도 병행하였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한 기술연수팀은 공장건설

을 살피고 신규 채용한 운전원들을 교육하였다.

당시 도입한 생산공정은 타 업체 공정과 다른 우

수성을 몇 가지 갖고 있었다. 첫 번째, 타 공정과 

차별화된 원료 전처리 공정을 갖고 있어 일정한 

석유수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석유수지 원료는 나프타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

물로 나프타의 종류, 성상과 분해조건 등에 의하

여 성상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원료 전처리 공

정을 통한 원료 유분의 품질안정은 중요하다. 두 

번째, 타 업체의 공정과 달리 다양한 용도의 규격

을 만들 수 있으며 동일 플랜트에서 전 규격을 제

조할 수 있었다. 규격 전환 생산이 매우 용이하며 

이때 발생하는 원료 손실이 최소화되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세 번째, 변성공정을 가지고 있어 고부

가가치의 유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변성기

술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용도를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코오롱유화는 연산 5,000톤 규모의 C9 석유수지 

생산 공장 건설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여기에 필

요한 공정설계를 위하여 일본석유화학과 논의 끝

에 가와사키공장의 설계도면을 받아 상세설계도

를 작성하였다. 추후 신증설을 고려하여 사내 엔

지니어들을 엔지니어링 회사로 파견하였는데, 이

때 상세설계에 대한 공정 개념을 익힐 수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공장 신증설과 공정 개선에 경험

이 되어 자체 기술력을 제고하는 자료가 되었다. 

상세설계 윤곽이 드러난 후 일본석유화학 엔지니

어들과 협의·검토를 거친 후 최종 상세설계 도면

을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76년 11월 울산

시 건축허가를 얻어 본격적 공장시설 설치 작업

에 들어갔는데, 건설 도중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

생하였다. 울산공장의 상징인 증류탑이 바로 그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증류탑을 제작할 때 분리형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나 높이가 34m나 되는 타워

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문제점

으로 부각되었다. 일본석유화학 기술진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기술 수준 외에 장비도 

부족해서 역부족이라는 의견이었다. 반대를 무릅

쓰고 두 번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실

패 원인을 분석한 후 다시 시도하여 세 번째 만에 

가까스로 성공하였다. 건설 막바지에 이르러서 누

적된 잘못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새로 제작

하거나 수정 및 변경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이러

한 악재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울산공장 레이아웃은 일본석유화학보

다 우수하고 경제적이었다. 일목요연한 공정라인

을 구축하여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많

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때의 경험은 생산시설

의 신·증설 시 노하우로 반영되어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는 바탕이 되었다.

울산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1977년 6월, 16일간의 

시생산에 들어갔다. 시운전에 앞서 원료 공급사

로부터 받은 원료로 설비 테스트 작업에 들어갔

다. 이를 마친 후 6월 시운전에 임하였고 실제 공

장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운전 결

과 원료 전처리 공정, 중합·중화공정과 탈기공정 

등이 모두 정상으로 운전되었다. 제품 물성이 규

격 대비 흔들린 부분이 있었지만, 원료 배합비 조

절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마침내 국내 최초의 석

유수지 생산이 시작되었다.

(2) 기술선도전환기(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① 쿠마론인덴 수지

석유수지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차원의 쿠마론인덴 수지 사업이 필요하였다. 

타이어와 고무 산업에 쓰이는 쿠마론인덴 수지는 

당시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었다. 쿠마론인덴 

수지 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가 사업 결정의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에 국내 원료 업체를 방문하여 원

료 현황을 조사하였다. 1981년 포항제철 4차 증설

을 계기로 쿠마론인덴 수지 원료의 국내 조달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규모에서 경제성을 갖을 

수 있는 경제 규모의 공장도 건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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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 석유수지와 일부 공정만 다르고 나머지 공정

은 같기 때문에 자체 기술개발 및 생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개발에 착수하

였다. 원료 전처리, 중합, 중화와 탈기공정을 자체 

확립하였고 시제품 제조도 무난히 성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2년 5월 공장 건설에 착수, 동

년 11월 완공하여 성공리 시운전을 마치고 시제

품을 생산하였다. 쿠마론인덴 수지는 그동안 석

유수지 품목의 다양화 과정에서 기술력을 제고한 

것과 기존 C9 석유수지와 유사한 공정이 많아 기

존 생산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② C5 석유수지

석유수지 제조업체로서 C5 석유수지를 생산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C5 석

유수지는 기존 C9 석유수지와는 다른 특징과 품

질로 다양한 용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생산

해야 하였다. C5 석유수지의 생산을 위하여 1983

년부터 세계 유수의 석유화학 회사들의 문을 두

드렸다. 그러나 점점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선진국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고,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거나 합작투자를 제의하는 등 기술도입의 

장벽이 높았다. 그럴 즈음 자체 기술로 생산해보

자는 쪽으로 사내 분위기가 모아졌고, 한국과학

기술원(KIST)과 1984년 산·학 협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4년 7월부터 진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공정 

개념을 정립하였다. C5 석유수지 제조 관련 배치 

스케일(batch scale) 테스트와 파일럿 테스트를 진

행하여 공정에 대한 기본설계 개념을 정립하였다. 

C5 석유수지 제조의 핵심 공정들인 C5 유분의 

정제, 촉매 제조, 중합 및 중화공정을 개발하였

다. 1985년 7월부터 진행된 2차년도 연구는 한 단

계 진전된 상태로 출발할 수 있었다. 즉, 1차년도 

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산 5,000톤 

규모의 제조공장 건설에 필요한 공정도를 작성하

고, 주요 장치의 사양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연구를 마무리 지은 3차년도인 1986년 7

월부터 1987년 6월까지 C5 석유수지 공장 건설을 

위한 공정도, 배관 계기도 및 각 장치의 사양 등 

기본설계를 완성하였다.

처음 계획부터 반드시 자체 기술로 생산한다는 

목적보다 제조과정이 다른 C5 석유수지 공정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므로 연구 2차년도에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다. 1986년부터 자체 기술로는 한계가 있음

을 깨달아 연구 3차년도에는 공정설계에 대한 데

이터를 얻는 데 주력하였고, 향후 기술도입 시 유

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목적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산·학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코오롱유화

는 C5 석유수지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두 회사를 접촉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중 미

쓰이석유화학과의 사업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미

쓰이석유화학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국내에서 구

입할 수 있었고, 매출액에서 C5 석유수지가 차지

하는 비중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C9 석유수지 생산으로 확보된 기술과 KIST와 

산·학 공동연구로 확보된 기본 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코오롱유화는 미쓰이석유화학의 C5 석

유수지 생산기술을 도입하였다. 울산공장 건설은 

1992년 7월 착공하여 1년여의 공사 끝에 연산 1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하였다. 3개월여의 시

운전 및 공정보완 공사를 끝내고 1993년 9월 C5 

석유수지 공장 준공식을 거행하고 생산을 시작하

였다. 하지만 C9 석유수지 생산에서 확보된 생산 

노하우와 기술 도입을 통하여 공장을 건설하였어

도 원료 전처리조차 쉽지 않았다. 원하는 중합을 

위하여 원료 내 수분 함량 관리가 필수적인데 내

부 규격 이하로 수분 함량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

가 있었다. 미쓰이석유화학에서 파견된 기술자들

과 검토한 결과 원인을 찾아내 이를 해결할 수 있

었다.

또한 중합과 중화공정에서 원하는 수지 제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합 시에 발열 제어 등 원하

는 조건 내에서 중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처음이

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중화공정도 유수분

리와 중화 시 발생한 염 제거에 많은 애로를 겪었

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원하는 규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품종 전환까지 진행하여 시운

전을 무사히 마쳤다.

접착제, 점착테이프, 도로용 페인트, 타이어 등

에 널리 사용되는 고기능성 소재 C5 석유수지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코오롱유화는 종합 석유수지 

제조업체로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3) 기술선도기 : 세계 수준의 수첨수지 확보

세계 석유수지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20만 

톤 정도이며, 이 중 C9 석유수지가 약 34%, C5 

석유수지가 약 33%, 수첨수지가 약 32%를 차지

하고 있다. 수첨수지는 현재 연 5~7% 정도의 가

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제품군이다. 수첨

수지의 경우 C9 석유수지와 C5 석유수지 대비 

색상이 우수하고 냄새가 적으며 여러 가지 물성

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위생재 및 

점·접착제의 핵심소재이므로 타 제품군 대비 성

장률이 높다. 1990년대 수첨수지는 고부가 제품

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였다.

C 5  석유수지를 생산하면서 잉여 D C P D 

(dicyclopentadiene)가 발생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첨 DCPD 수

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었다. 수첨 DCPD 

수지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면 코오롱유화

는 C9 석유수지에서 C5 석유수지를 거쳐 수첨수

지까지 생산하는 명실상부 종합 석유수지 생산업

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성과 수

익성이 높은 수첨수지를 통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당시 수첨 DCPD 수지는 미국

의 엑손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고객 요구와 시장규모는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C9 석유수지와 C5 석유수지와 달리 수

첨 DCPD 수지는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주 제한적이었고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그동안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

1994년부터 코오롱은 본격적으로 수첨 DCPD 수

지 개발에 착수하였다. 제조는 기존 석유수지들

과 유사하였으나 원료부터 중합과 수첨까지 기존

과 다른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야 하였다. 가장 먼

저 중합공정부터 개발하였는데, 촉매 중합, 열중

합·배치(batch)공정, 연속공정 등 많은 검토와 실

험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합공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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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갖춘 후 수첨공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수첨공정은 중합된 수지의 이중 결합을 제거하여 

색상 등 물성을 개선하는 공정으로서 수첨촉매 

선정, 반응기와 공정 설계를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합, 수첨공정의 기

본적 설계와 조건 확립을 통하여 연구소 내에 파

일럿을 설치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공

정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제조된 시제품으로 다

양한 물성평가를 진행하였다. 내부 및 고객의 품

질평가를 거치면서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첨 DCPD 수지 생산

의 기본 공정을 정립하였다.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1995년 울

산공장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1996년 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함에 따

라 연구소에서 개발된 공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공장 설계에 착수하였다. 공장의 생산, 공무 전문

가, 엔지니어링사와 연구소가 포함된 프로젝트팀

이 발족되었다.

생산설비가 완공된 후 시생산에 돌입하였는데 시

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중합이 제대로 되

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공정을 감안하여 광범위

하고 심도 있게 실험실과 파일럿에서 검증을 하

였음에도 실제 공정에서는 파일럿에서 확인하였

던 결과와 다르게 전개되었다. 모든 기술자를 동

원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매달려 

계획보다 많이 지체되었으나 마침내 중합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렇게 중합을 거쳐 수첨공정으로 넘어갔으나 수

첨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었다. 또 모든 기술자가 모여 촉매 

회사 등과 수많은 회의와 실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장을 짓고 

상업화까지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1997년 8월 규격을 만족

하고 원하는 물성을 구현하는 수첨 DCPD 수지

를 생산하였다. 수첨 DCPD 수지의 기술 확보를 

통하여 고부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비약적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코오롱은 수첨수지의 주 용도인 위생재 등에 진

입하였으나 비약적인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위해

서는 반드시 수첨공중합 DCPD 수지를 개발해

야 하였다. 수첨 DCPD 수지만으로는 시장 확대

에 한계가 큰 만큼 반드시 수첨공중합 DCPD 수

지를 확보하겠다는 일념으로 1999년 말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하였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1년 마침내 실험실에서 수첨공중합 DCPD 수

지의 제조에 성공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와 고객 

품질평가를 통하여 검증을 거친 후 2002년 여수

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수

첨공중합 DCPD 수지를 확보하게 된 것뿐만 아니

라 울산 이외 지역에 제2의 석유수지 공장을 확

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수 자체 기술에 의한 1997년 연산 7,000톤 규모

의 수첨 DCPD 수지 공장을 기반으로 여수공장 

건설과 증설, 대산공장 건설까지 지속적으로 확

대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기준 연산 9

만 톤의 수첨수지 생산업체로 성장하였다. 수첨

수지 생산규모 기준 세계 2위, 아시아 1위 업체로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3.7.3 고흡수성 수지

가. LG화학

고흡수성 수지(SAP - Superabsorbent Polymer)는 

순수한 물의 경우 자기중량 1,000배의 물을 흡수

하여 보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는 분말 형태의 

고분자 물질이며 주요 용도는 위생제이다. 특히 

유아용과 성인 기저귀용으로 생산량의 90% 이상

을 사용하고 있다.

기저귀용으로 사용되는 SAP는 기저귀 형태에 따

라 서로 다른 특성이 요구된다. 기저귀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최종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얇고, 

부드럽고, 가벼운 기저귀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SAP의 기술도 발

전되고 있다.

SAP 제품은 중합, 건조, 분쇄와 표면 가교의 주

요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특히 이온을 가지고 있

는 단량체를 사용하여 가교와 동시 고분자화 하

여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고분자 분말(powder) 형

태의 제품이다.

구체적으로 기저귀의 구조에 따라 SAP 제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극대화한 흡수특성 제

품, SAP 입자 간 물의 흐름성을 극대화한 투수

성(permeability) 제품과 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38> 기저귀의 발전사(두께감소 및 SAP 함량증가)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39> SAP의 네트워크(Network) 구조

10%

모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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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흡수속도 제품 등으로 구별된다. 흡수특성 

제품은 SAP를 제조하는 첫 단계인 중합에서 중

합과 가교를 조절하여 이상적인 네트워크 구조

를 형성함으로써 동일한 양의 SAP를 사용하더

라도 흡수하는 양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투수성

(Permeability) 제품은 표면 가교의 특성을 향상시

켜 흡수된 입자와 입자 간의 물의 흐름성을 향

상시킴으로써 SAP 입자 개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 제품이다. 흡수속도 제품은 SAP 입자의 표면

적을 증가시킴으로써 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넓게 

하여 동일한 양의 물을 흡수하는 시간을 단축한 

제품이다.

(1) 기술도입 및 체화기

SAP는 1990년 코오롱이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

하였다. LG화학은 2008년 연산 7만 톤 생산능력

의 SAP 사업을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이후 

SAP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Global 1~3

위의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첫째로 

현재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둘째로 경쟁사의 

생산기술을, 셋째로 고객 현황을 평가하였다.

생산되는 제품을 평가한 결과 Global 1~2위의 경

쟁사 대비 흡수특성과 유체 흐름성이 낮다는 것

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9년 3월 우선 세계에 공개된 특허 

2,000개 기술을 분류하고 우위의 물성을 선정하

였다. LG화학의 제품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하여 

극복해야 할 물성의 종류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류된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사 생산기술을 LG

화학과 비교하여 우위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이러

한 기술을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

였다. 그 결과 주요 기술 3가지를 선정하였고 이

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를 2009년 7월부

터 진행하였다.

고객 현황을 평가한 결과 세계 수요 50% 가량

을 Global 1, 2위 업체가 양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두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저귀 

및 SAP 제품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우선 2009

년 Global 2위 고객향 제품을 제안하면서 공급자

로서 역량을 갖추는 노력을 진행하였으며, 2010

년 Global 1위 고객향 제품의 밸류(value)를 제안하

였다. 2010년 당시에는 Global 1, 2위 고객향 제품

이 없었으며, 두 고객이 요청하는 높은 물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공정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

타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빠른 증설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연산 3만 톤의 1차 증설을 

실시하여 총 생산량 10만 톤의 체계를 확보하였

다. 2012년 이후 SAP 수요량은 <표 3-12>와 같다.

(2) 기술선도전환기 : 독자 모델 개발과 고급화

우수한 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정 구축을 

위하여 2009년부터 2년간 공정 개선의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LG화학은 생산성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1개 라인당 가장 높은 생산성(8만 

톤)을 갖는 공정을 구축하였고, 제품 품질에서는 

기존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 공정보다 우수한 품

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구축하였다. SAP의 

제조공정은 모노머혼합, 중합, 건조, 분쇄분급, 

표면처리와 미립자 거대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

다. 제조공정 중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 확보를 위

하여 LG화학은 3가지의 주요 공정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의 열중합 방식인 니더(kneader) 중합

기를 광중합 방식인 벨트(belt) 반응기로 교체하

였다. 핵심기술은 내부의 분자량을 증가하는 것

과 표면의 가교밀도를 증가하는 것이다. 높은 분

자량을 제조해서 흡수량 증가와 저분자물질 감소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는데, 저온 광중합 벨트 

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기존의 중합 

방식은 온도의존성이 높은 열중합 개시제를 사용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40> 흡수특성을 강화한 SAP의 네트워크(Network) 구조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41> 유체 흐름성의 차이에 따른 흡수능력 차이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구분
수요

2012 2014 2016

Global 1위 기저귀 Maker 580 (30%) 570 (26%) 600 (24%)

Global 2위 기저귀 Maker 433 (22%) 448 (20%) 500 (20%)

기타 934 (48%) 1,212 (54%) 1,399 (56%)

총계 1,947 (100%) 2,230 (100%) 2,499 (100%)

<표 3-12> 2012년 이후 SAP 수요량 (단위 : 톤)

낮은 흡수능

흡수된

SAP

낮은 유체 흐름성 높은 유체 흐름성

높은 흡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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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낮은 분자량이 생성되는 단점이 있었다. 경

쟁사의 개선된 방식인 고온 광중합 방식은 광중

합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중합 시작만 광을 이

용하였을 뿐 주요 중합기술은 열중합 방식이었다. 

이에 반하여 LG화학 개발 기술은 온도의존성이 

없이 고분자량을 생성할 수 있는 광중합 방법을 

주요 중합 기술화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기존 기

술(중량평균 분자량 130만) 대비 높은 분자량(중

량평균 분자량 200만)을 얻을 수 있었으며 중합시

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둘째, 표면가교의 균일화는 표면가교액을 소수화

하여 입자 내부 침투속도보다 입자 간 확산 속도

를 높이는 기술로 표면가교액의 분산성을 증가하

여 실현하였다.

셋째, 미립자 거대화 공정의 신규 도입이었다. 150

㎛ 이하의 미립자를 거대화하여 총 표면적을 감

소함으로써 미량의 표면가교액이 입자 표면에 균

일하도록 도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LG화학은 2012년 연산 8만 톤

의 2차 증설을 실시하여 총 생산량 18만 톤의 체

계를 확보하였다. 2013년과 2014년 동일한 8만 톤 

증설을 실시하여 2014년 34만 톤, 생산성 개선을 

통하여 2016년에는 36만 톤의 생산 체계를 구축

하였다.

(3) 기술선도기 :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과 수출

① Global 2위 고객향 제품 개발

2008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공급되던 주요 제

품의 특징은 압력의 유무에 따라 무가압 흡수능

력과 가압 흡수능력이 우수한 제품이었다. 2011

년에는 유체 흐름성을 3배로 향상시킨 제품을 개

발하여 기존의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였다. 2013

년에는 유체의 흐름성을 6배로 더욱 향상한 제품

을 개발하였다. 본 제품은 2014년 6월 미국을 시

초로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및 체코 등의 전 세

계 기저귀 생산공장으로 점차 확대 공급되었다.

유체 흐름성을 개선한 제품은 고객의 기저귀 제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44> 미립자 거대화 공정 이후 정상입자와 미립자 간 분포 비교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43> 표면 가교효율 비교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42> 온도의존성이 낮은 LG의 광중합 방식

열중합

미립자

 〈 150㎛

정상입자

중합온도
광중합

중합온도

온도변화 온도변화

불균일한 표면 가교

미립자 거대화

균일한 표면 가교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3-45> LG의 SAP 생산능력 변화(20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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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났고 더욱 

유체 흐름성을 강화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고객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 흡수속도가 

기존 제품대비 2배로 빨라진 제품을 개발하였으

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고객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었다.

2016년 압력하의 흡수속도가 향상된 제품을 고

객과 공동 개발하였으며 고객의 Global 지역에 상

업 공급하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차기 공동 개

발과제로 기저귀 역류(rewet) 저감을 위한 SAP 물

성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고객은 

기저귀의 디자인과 부재료 연구를 통하여 기저

귀 성능 개선 연구와 새로운 기저귀 평가법(Low-

high pressure rewet method)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

한 SAP 물성을 LG화학이 제안해 주기를 희망하

였다. LG화학은 SAP에 습식 플러프(wet � u� )로

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인 가압 흡인력을 제

안하였다. 1, 2차에 걸친 실험실 테스트 결과에서 

특별한 기저귀 성능 개선은 보이지 않았으나 고객

은 LG화학이 제안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압력

하의 흡수속도 향상 제품 대비 보다 성능이 개선

된 제품 물성을 합의하여 개발 중이다.

② Global 1위 고객향 제품 개발

2010년 9월 고객의 구매팀과 미팅을 시작으로 공

급선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고객은 

1~3위의 SAP 공급업체 외에 다른 1개의 공급회

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고객의 성장에 필요한 

SAP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기 원하였다. LG화학 또한 향후 SAP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파트너가 필요하였다.

고객은 우수한 유체 흐름성과 흡수속도가 높은 

제품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입자의 코어 쉘(core-shell) 구조에 

대한 연구 및 표면적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하

였다. 2012년 LG화학은 Global 1위 고객과 공급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체 흐름성이 우수한 신규 제

품을 개발·공급하였다. 2013년 유체 흐름 특성이 

1.6배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2016년 유체 

흐름 특성이 3배로 향상됨과 동시에 흡수속도도 

향상된 신규 제품을 개발·공급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흡수능력, 유체 흐름성과 흡수속도가 향

상된 신규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공급 예정이다.

③ 기술선도의 흡수특성 제품 출시

고객은 동일한 SAP의 사용으로 보다 더 많은 흡

수능력을 갖는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다. LG화학은 2015년 이러한 근본적인 니즈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SAP의 네트워크 구조를 더욱 강

화할 수 있는 무기물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높은 

흡수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압력하의 흡수능력

이 높은 신규 제품을 개발하였다. 본 제품은 흡

수특성에서 경쟁사 대비 10% 높은 흡수특성을 

갖는 우수한 제품이다.

3.7.4 아크릴산

가. LG화학

(1) 아크릴산 산업의 현황

세계 아크릴산(Acrylic Acid) 수요는 2008년 연산 

350만 톤에서 2015년 연산 550만 톤으로 연평균 

4~5%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2020년 연산 

650만~700만 톤 수요가 예상된다. 2010년 전후 

중국 기업 및 경쟁사의 신·증설로 공급과잉 상태

이며 특히 중국의 아크릴산 생산량은 세계 생산

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환경의 

급변으로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촉매 성능 향상, 정제효율 개선 등의 극한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준

비인 새로운 원료(Feed stock) 개발의 일환으로 프

로판, 글리세린, 젖산(lactic acid) 및 에틸렌옥사이

드 등 Bio-based 아크릴산 제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아크릴산 제조기술

아크릴산 제조기술은 <그림 3-46>과 같이 다양

한 제조공법이 있으며 아세틸렌과 에틸렌을 원료

로 사용한 기술은 1970년 초까지 사용되었다. 그 

중 레페(Reppe) 반응기술은 일부 회사에서 1990년 

후반까지 사용하였다. 1970년 초부터 프로필렌을 

사용한 직접산화 방식의 기술은 일본촉매(Nippon 

shokubai)와 바스프의 상업화 이후 다우, LG화학, 

미쓰비시 및 중국기업들이 기술을 채택하여 대량 

생산하고 있다.

아크릴산 제조 경쟁력은 촉매기술, 공정운전기술, 

정제기술 및 원재료(프로필렌) 등에서 경쟁 우위

의 LG화학을 비롯하여 바스프, 일본촉매, 미쓰

비시, 일본화약 및 일부 중국 기업(미쓰비시 공정 

복사)이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촉매 

및 공정기술 도입 업체는 극한의 경쟁에서 상당

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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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도입 기업에서 기술선도 기업으로

프로필렌의 2단계 부분산화를 이용한 아크릴산 

제조는 바스프, 일본촉매 및 미쓰비시 등만이 기

술을 보유하고 있어 진출이 힘든 분야였다. 1970

년 이후 3사는 촉매와 공정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출해 왔다. 이에 LG화학은 자체적인 공정 개선

으로 아크릴산과 유도체 생산성을 높여 유수 화

학 회사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촉매 제조와 공정기술은 선진 촉매 회사들이 오

랜 경험과 개발을 통하여 얻은 노하우였다. 당시 

국내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경험을 한 곳이 전무

하여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가 없었다. LG화학은 

1990년부터 연구팀을 운영하여 촉매 성형과 제조 

규모 확대(scale-up)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면

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6년 

초 자체 촉매 공장을 완공하였다. 이는 국내 기술

로 만들어진 최초의 불균일계 촉매 생산 공장이

었다.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거쳐 현

재는 기존 라이센서 촉매에 비하여 강력하며 가

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어 아크릴 사업 확장 및 

공정기술 수출 가능성을 열었다. 기술확보로 아

크릴산 사업의 핵심인 SAP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SAP 생산에 필요한 아

크릴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체 독자 기술로 공

장을 증설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촉매 성능의 발

전을 통하여 높은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갖춤

으로써 향후 기술선도 기업으로 산화촉매를 활용

한 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 아크릴산 촉매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96년 여수 제2공장에 개발된 촉매를 부분 적용

하였다. 2001년 제1공장·제2공장·제3공장에 촉매

를 상업화하였고, 2009년 아크릴산 3세대 촉매를 

개발하였다. 2012년 LG화학의 독자 공정과 촉매

를 적용한 제4공장을 가동하였고, 2015년에 LG

화학 기술로 제5공장을 가동하였다. 이 기술은 

이원호 박사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1998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3.7.5 OXO Chemicals

가. LG화학

(1) OXO chemicals 산업의 현황

OXO chemicals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200만 톤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는 LG화학

과 한화케미칼이 연간 약 50만 톤 규모의 공장을 

운전 중에 있다(HIS report 2015). OXO chemicals

시장의 핵심 원료인 부틸 알데히드는 로듐(Rh - 

Rhodium)이나 코발트(Co - Cobalt) 촉매하에서 

프로필렌과 합성가스(H2+CO)를 사용한 하이드

로포밀화 반응(이하 OXO 공정)에서 만들어지며 

부탄올(Butanol), 2-EH (2-Ethylhexanol), 네오펜

틸글리콜(NPG - Neopentyl Glygol)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부탄올과 2-EH는 아크릴레이트, 가소

제 및 도료용 수지 등의 원료로 쓰인다.

NPG는 분체도료, 불포화 수지 및 우레탄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특히 분체도료의 친환

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의하여 LG화학은 

NPG 증설이 필요해졌고, 원료인 비선형 부틸 알

데히드(이하 i-BAL)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하지만 i-BAL은 OXO 공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원료로 세계적으로 생산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변성이 쉬운 물질로 이송하기 까다로

워 시장에서 확보하기 어렵다.

(2) OXO chemicals 제조기술 도입기 및 전환기

LG화학이 1984년 다우사로부터 기술 도입하여 운

전 중인 OXO 공정·촉매기술은 선형 알데히드 생

출처 : Nexant, Chem Systems, 2006. 7., PEP Program-Acrylic Acid

<그림 3-46> 다양한 아크릴산 제조기술  

Acetylene

Ethylene Carbonylation

Reppe
Process
Reppe

Process

Ethylene
Oxide

Ethylene
Cyanohydrin

Formaldehyde

Acetic
Acid

Ketene
Unit

Acrylonitrile
Synthesis

Two stage
Oxidation

Single Stage
Oxidation

Glucose

Glycerine 3-Hydroxy-
Propionaldehyde

Dehydration / 
Oxidation

Lactic
Acid

Acetylation / 
Dehydration

Propylene

Acrylamide
Synthesis

Propiolactone
Synthesis

Acrylate
Esters

Hydrogen
Cyanide

Acrylic
Acid

Carbon Monoxide / 
Water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3장
석유화학 산업

374 375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산량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OXO 공정에서 i-BAL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촉매를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궁극

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따라 선형 알데히드와 비선

형 알데히드의 비율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 촉매 개발이 필요하였다. LG화학은 OXO 반

응에서 선형·비선형 조절용 촉매 개발을 위하여 

2007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랩 스케일(Lab 

scale)의 기초 연구개발과 파일럿 설비를 이용한 상

용화 연구개발 등 약 5년에 걸친 연구 결과 2012년 

여수 옥소 공장에 촉매를 상업화하였다.

새로운 촉매·리간드 시스템(ligand system)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촉매의 활

성, n/i (normal / iso) 선택성, 촉매 안정성 및 리

간드의 상업화 용이성 등이다. 촉매의 활성과 선

택성에 대한 영향은 전자적 효과(electric effect)

와 입체적 효과(steric e� ect)가 함께 작용한다. 이

때 리간드의 전자밀도가 증가하거나 입체 장애가 

큰 리간드를 사용하면 n/i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

을 포스핀(phosphine)계 리간드 연구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OXO 공정에 적합한 최적 촉매 시스템을 확보함

으로써 LG화학은 OXO 공정의 자체촉매를 보유

한 세계에서 3번째 회사가 되었다.

<그림 3-47>에서와 같이 입체장애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뿔 각도(cone angle)를 주로 

사용하는데 원뿔 각도값이 클수록 n/i 비율이 낮

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두 자

리 리간드(bidentate ligand)일 경우에는 바이트 각

도(bite angle)값이 작을수록 n/i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LG화학은 이러한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

된 고유 촉매를 상업화함으로써 OXO 반응에서 

선형·비선형 알데히드 비율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기술 도입하여 운전하던 OXO 공정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촉매를 직접 상업화함으로써 

OXO 공정·촉매에 대한 라이센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촉매기술을 활용하여 반

응 구조가 유사한 카르보닐화(carbonylation) 기술 

분야와 선택적 수소화 기술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C4 유기물의 선형·비선형 비율 조절 촉

매기술로 2012년 NET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3년 고동현 연구위원이 신기술 유공자 대통령 

포상을 받았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LG화학은 세

계 2번째로 NPG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다.

이 촉매는 상업화되어 공장에 적용되면 최대 10

년까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촉매의 

장기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

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촉매가 많이 개발되더라도 상업화까지 적용된 경

우는 매우 적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LG화학

은 촉매의 안정성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업 공장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촉매의 비활

성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노화시험 절차(aging test 

procedure)를 자체 개발하였다. 또한 촉매 비활성

화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되는 리간드 구조에 따

른 Rh 클러스터 생성과 이에 따른 활성 감소 정

도를 계산화학을 통해 구현하였다.

LG화학은 이러한 다양한 시험 절차(test procedure)

와 분석 도구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촉매를 단기

간에 상업화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상업화 적용 

이후 촉매반응 양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파일

럿 테스트에서 나타나지 않은 현상과 추가 개선 

사항들을 파악해 나갔다. 개발한 촉매기술과 상

업화된 운전기술을 근간으로 LG화학은 OXO 공

정 전체에 대하여 고유의 반응공정 기술과 분리·

정제공정을 특화하고 120여 건의 특허를 출원·등

록하여 독자적인 OXO 공정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XO 제품군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

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술 수출국 위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7.6 TDI

가. 한화케미칼

(1) 자체 기술로 증산

진양화인케미칼(현 한국화인케미칼, 1983년 개명)

은 우레탄 산업 기초원료인 톨루엔 디소시아네이

트(TDI - Toluene Diisocyanate)를 생산하기 위하

여 1978년 회사를 설립하였다. 1983년 프랑스 롱

프랑(Rhone-Poulenc)의 기술로 연간 1만 5,000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여수에 국내 최초로 건설한 

후 꾸준한 증산으로 2017년 글로벌 TDI 다국적 

기업 바스프(연산 16만 톤)에 버금가는 연산 15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화인케미칼(현 한화케미칼)은 TDI 단일 공

장에서 자체 노력으로 국내 엔지니어링사와 협조

하여 증류탑 시설을 개조하고 회전기기류 등의 

용량을 20년간 꾸준히 증대하여 연산 1만 5,000

톤에서 3만 5,000톤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달성하

였다. 추가 증산을 위하여 롱프랑과 접촉하여 기

술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롱프랑은 고가의 기술 이

전료뿐 아니라 추가로 증산될 TDI 생산량에 대

한 로열티까지 요구하였다. 한국화인케미칼은 이

를 거절하고 1998년 자사 기술진들을 중심으로 

직접 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그

룹 중심으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내 엔지

니어링사와 합작하여 TDI 공장 기본 패키지(Basic 

Package)를 완성한 후 2000년 3월 연산 5만 톤 공

장을 2라인 증설하였다. 이후 추가로 2011년 1라

인을 신설하여 총 3개 라인의 생산 체제를 구축

하게 되었다.출처 : Journal of Royal Society of Chemistry, 2010. 1.

<그림 3-47> 원뿔 각도(Θ)와 바이트 각도(βn)

θ βn
M

M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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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한화케미칼은 우레탄 화학 기업의 

선도 주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체적인 디보

틀넥킹을 통하여 현재까지 수차례의 증설과 확장

을 통하여 연산 15만 톤(3개 라인) TDI 생산능력

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최초 TDI 공장 건설뿐 

아니라 추가 공장을 증설함에 있어서 기초설계 

단계부터 회전기계류를 최소화하고 고압으로부터 

증류탑 높낮이를 조정하는 과학적 설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타 경쟁사 대비 기계장치 수를 대폭 

감소시켜 공정 문제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

적인 공장 가동을 이루었다.

(2) 경화제 Lab 기술을 상업화에 접목

한국화인케미칼은 TDI 고객사들로부터 경화제 

공급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따라 

1990년도부터 경화제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반응 TDI 제거 및 제품 보관 시 백탁 현상과 

같은 품질 문제가 1992년까지 계속되어 개발 중

단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구원들의 끈질긴 

자료 조사와 관련 업체 방문 등의 노력을 통하여 

TFE (Thin Film Evaporator)에 의한 미반응 TDI 

제거, 반응 레시피 개선에 의한 제품의 백탁 현상 

등의 품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험실적으로 경

화제 합성을 성공하였다.

그러나 상업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였다. 

특히 베이직(basic) 엔지니어링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통상 외국 기술

을 받아와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하

지만 자체적 Lab 실험을 근간으로 1993년 6월부

터 기초설계는 직접 진행하고 TFE(스위스 BUSS) 

등 신기술을 도입(free TDI 제거기술)하여 상세설

계는 대림엔지니어링사를 통해 완성하였다.

1994년 6월 상업 생산시설 PIP (Poly Isocyanate 

Plant)를 준공하여 TDI 유도체 제품인 TMP 

Adduct (L-75)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생산능력

은 1987년 연산 2만 톤, 1989년 2만 5,000톤에서 

1997년 3만 7,000톤으로 증대하였다.

3.7.7 MMA / PMMA

가. 롯데케미칼

MMA (Methtyl Metacrylate)는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광섬유 및 레이저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PMMA (Poly Methyl Metacrylate)의 원료를 말하

는데, 건자재, 페인트, 접착제와 첨가제 등 다양

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되는 소재이다. MMA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서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1996년 7월 롯데케미칼이 MMA 사업을 추진할 

당시, 국내 시장의 MMA는 LGMMA가 1993년

부터 가동에 들어간 연산 5만 톤 공장 하나뿐이

었다. 따라서 국내 수요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

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롯데케미칼은 MMA

를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육성하기로 하고 공

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당시 세계 시장에서 점유

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MMA 제조공법은 ACH 

(Acetone Cyanohydrin) 공법이었다. 롯데케미칼은 

이 공법이 독극물과 강산(强酸)의 취급으로 투

자비가 높고 환경적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판단

하였다. 반면 롯데케미칼이 일본 미쓰이화학과 

쿠라레이(Kuraray)로부터 도입한 C4 산화공정은 

ACH 공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 최첨

단 제조공정이었으나 기술 공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롯데케미칼은 합작 파트너였던 미쓰이화학

을 설득하여 1997년 5월 미쓰이화학, 쿠라레이

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TEC (Toyo 

Engineering)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롯데케미칼은 1999년 완공을 목표로 1997년 말 

제2공장 부지에 연산 4만 톤의 MMA 공장 건설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 여파로 설계 시작 6개월 만인 1998

년 6월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동 사업은 1년 3개

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1999년 10월 건설공

사를 재개하였으나, 2000년 8월 시공사 신화건설

이 부도나면서 공사는 다시 지체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롯데케미칼은 2001년 2월 연산 4만 톤 공장

을 준공, 같은 해 5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MMA 사업은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수익

성 높은 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장가격이 

좋지 않아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다. 불경기는 거

의 2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2003년에야 시황이 호

전되었다. 이때부터 MMA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

작하여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였고, LGMMA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성공한 사업으로의 면모

를 갖추어 나갔다. 2005년 4월 증설공사를 시행

하여 생산량을 5만 톤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롯

데케미칼은 일본의 세계적 PMMA 제조사 아케

미에 MMA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케미는 

롯데케미칼 제품을 타제품과 섞어 PMMA를 제조

하고 있는데, 이는 롯데케미칼 MMA가 전체 제

품 품질을 유지시킬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기 때

문이다.

한편 MMA의 원료인 TBA (Tert-Butyl Alcohol) 

공정은 기술 도입 금액이 과다하여 자체 개발로 

추진하였다. 해외 기술 도입 없이 삼성엔지니어링

과 협력으로 설계하여 건설하였다. 이 공정 역시 

IMF 외환위기 상황을 맞아 사업을 일시 중단하

기도 하였으나, 주요 기기를 이미 구입하였고 건

설 업체와의 계약 이행 의무도 있어 1999년 7월 

사업을 재개하여 2001년 5월 완공하였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의 신규 사업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 2006년 일본 미쓰비시레

이온(Mitsubishi Rayon)과 MOU를 체결하고 기존 

MMA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

명수지인 PMMA 사업에도 새로이 진입하였다. 

MMA는 PMMA의 원료이면서 건축재, 페인트, 

접착제와 섬유가공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제

품이고, PMMA는 전기·전자와 자동차부품, 광섬

유, 레이저디스크 및 LCD 모니터 등에 폭넓게 사

용되는 제품이다.

최근 들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M M A와 

PMMA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국내는 2개

사만 생산하는 정도여서 사업 전망은 밝아 보였

다. 성공적인 사업 전개를 위하여 롯데케미칼은 

출처 : 한화케미칼

<그림 3-48> T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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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미쓰비시레이온과 사업성 검토에 착

수하였다. MMA와 PMMA 사업 분야에서 세계 1

위 기업인 미쓰비시레이온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

을 자랑하고 있었고, 나프타 분해 공장(NCC)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원료 공급에 경쟁력

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이 가능하였다. 사업 타

당성을 확인한 양사는 2006년 1월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레이온 본사에서 MMA와 PMMA의 생

산과 판매를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롯데케미칼과 미쓰비시레이

온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MMA 공장을 건설하고 여수공장에 

PMMA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2006년 5

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서울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합작 법인 대산MMA

가 탄생하였다.

대산MMA의 생산공장 건설공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롯데케미칼은 MMA와 PMMA 

공장 모두 대산공장에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

나 미쓰비시레이온의 현장답사 결과와 공장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MMA 공장

은 대산, PMMA 공장은 여수에 각각 건설하자

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두 공장은 분리·건설되었

다. MMA 대산공장은 연산 9만 톤, PMMA 여수

공장은 4만 톤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여수공장은 

2007년 7월, 대산공장은 2007년 10월 각각 착공

하였다.

대산MMA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회사 설립과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상의 규제사항과 준수사항이 많았다. 인허

가 서류만 해도 수차에 걸쳐 보완하는 등 행정절

차가 복잡하여 실무팀은 회사 설립 이전부터 외

국인 투자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세제 감면 등 

제반 절차를 KOTRA의 자문을 얻어 미리 진행

하였다. 대산MMA 공장과 여수 PMMA 공장 건

설도 치밀한 사전준비 덕분에 계획보다 약 4~5

개월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원가 절감에 기여하였

다. 2008년 9월 여수 PMMA 공장을 완공하여 정

상가동에 들어갔고, 2009년 2월 대산MMA 공장

도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그 해 5월 양산에 돌입

하였다. 대산MMA는 기존 LGMMA와 아케마

(ARKEMA)에 이어 국내 세 번째 PMMA 생산업

체로 탄생하였다. 동시에 롯데케미칼은 MMA부

터 MAA와 PMMA까지 생산하는 일관생산 체제

를 갖춤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

대산MMA는 공장 준공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는

데, 특히 2011년 PMMA의 수요가 급증하는 호

황을 맞았다. 이에 대산MMA는 여수석유화학

단지 내 MMA와 PMMA를 함께 생산하는 합작

공장(제2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대산MMA의 연간 생산능력은 MMA 21만 톤, 

PMMA 11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2011년 대산MMA는 대산공장에 자동차용 

도료 및 접착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2-HEMA 

(2-하이드록시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13년 연산 1만 1,000톤 규모

의 2-HEMA 공장을 건설하였다. 2-HEMA는 아

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EU 등 선진 시장에서도 수

요가 높아지는 추세였다. 대산MMA는 원료인 메

타크릴산(MAA - Methacrylic Acid)과 산화에틸

렌(EO)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HEMA를 

생산할 수 있었다.

HEMA 분야에도 투자함으로써 롯데케미칼은 정

밀화학 제품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고부

가가치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었

다. 롯데케미칼은 MMA 사업 분야에서 국내 1위

와 세계 6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대산

MMA는 2015년 1월 롯데엠알시(롯데MRC)로 사

명을 변경하였다. 기존 사명은 ‘대산’이라는 특정 

지역명으로 작명되어 있어 지주회사인 롯데그룹

과 일본 미쓰비시레이온을 포함한 사명으로 개정

할 필요가 있었다. 글로벌 마케팅을 위하여 글로

벌 시대의 감각이 반영된 사명으로 제품의 신뢰

도와 인지도를 높일 필요도 있었다. 사명 변경에 

따라 대산MMA는 롯데그룹의 일원임을 명확히 

하면서 롯데의 브랜드로 더욱 활발하게 해외 시

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3.7.8 폴리케톤

가. 효성

(1) 폴리케톤의 중합 및 소재개발 기술

폴리케톤(Aliphatic Polyketone)은 1970년대 니켈

(Ni) 금속촉매를 이용한 일산화탄소와 올레핀

의 중합 방법이 대학교를 위주로 개발되기 시작

하였다. 이어 쉘(Shell)에서 종전 금속촉매를 변

경한 중합 방법을 개발하였다. 1980년 말부터 중

합 방법으로부터 소재 개발 등 용도 개발 연구

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1996년 영국 Shell의 

PP Carrington 공장을 개조하여 시험생산을 시작

하면서 ‘Carilon’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 평가를 진

행하였다. 1999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 가이즈마

에 연산 2만 5,000톤 공장을 건설하고 약 3개월

간 시운전까지 하였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매각절

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요자가 없고 미완성된 

기술로 평가되어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에 기부하

였다. 쉘(Shell) 외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 악조 노벨(Akzo nobel), 일본 아사히카

세히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상업화에는 

실패하였다.

효성은 폴리케톤의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화학성 

등 소재의 우수한 물성에 가능성을 보고 2015년 

세계 최초 연산 5만 톤 규모로 울산 용연공장에

서 가동을 시작하였다. ‘포케톤(POKETONE)’ 브

랜드를 가지고 전기·전자, 자동차 및 산업자재 등

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있다.

효성은 2004년 폴리케톤의 실험실 연구개발을 시

작하였으나 낮은 촉매 활성, 공정설비 인프라 부출처 : 롯데케미칼

<그림 3-49> P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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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원료 수급으로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속적 중합공정설비 개조 등으

로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2006년

에는 연산 10톤 중합설비를 안양연구소에 구축

하고, 공정설비, 공정 개발과 촉매 개발을 본격적

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폴리케톤 중합반응의 특

성 중 하나인 고압반응기의 가스누출 사고와 화

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 안정화에 대한 

연구가 우선 진행되었다. 공정 안정화 후 기존 개

발된 낮은 생산량을 발현하는 촉매 개발에 매진

하였으며, 수많은 촉매들을 디자인·합성한 후 이

를 적용하여 중합하였다. 하지만 종전보다 높은 

수율을 가지는 촉매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힘들

었다.

시행착오 끝에 종전보다 촉매 활성이 2~3배 우

수한 촉매를 개발하였고, 쉘(Shell)에서 개발된 촉

매를 사용할 때보다 제조원가를 1/4가량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되었다. 촉매 개발 이후 종전

의 중합 방법은 새로운 조건과 합성법으로 연구

를 전개하였으나 폴리케톤이 가지는 고유물성인 

고온 열안정성 문제로 압출가공에 실패를 거듭했

다. 금속 화학물이 폴리케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수설을 거꾸로 접근한 연구원들의 끈질

긴 시도로 최적의 금속화합물 가공 안정제를 발

굴·적용할 수 있었다. 이로써 효성은 정부에서 시

행하였던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World Premium 

Material) 10대 과제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하에 

2012년 울산 용연공장 단지 내 연산 1,000톤 중합

설비를 구축하고 상용공장 건설 준비 단계에 착

수하였다. 연구 중합설비에서 약 100배 규모로 설

비를 구축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수없이 많은 난

관에 봉착하였다. 연구 설비에서 발견되지 못하였

던 슬러리 및 파우더 이송, 미건조된 파우더 유입

으로 전 공정이 가동을 중지한 적도 있었고, 반

응기 내 폴리머가 벽에 붙는 파울링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효성 연구팀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여 2013년 폴리케톤 상용화 공정 개

발에 성공하였다.

폴리케톤 공정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기

초가 되는 것은 촉매의 성능과 특성이었다. 효성

은 자체 개발한 촉매의 반응 성능과 물성을 바탕

으로 그동안 개발된 촉매보다 2~3배 우수한 기

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안전하고 

트러블이 없는 운전 프로세스를 축적하였다. 이

것은 우수한 성능의 자체 촉매, 공정 운영을 통한 

축적된 경험과 지속적 연구개발 의지의 결과이다.

효성에서 자체 설계한 폴리케톤 공정은 기존 쉘

(Shell)이나 BP의 공정과 비교하였을 때 생산량이 

월등히 향상되고 보다 마일드한 조건에서 중합이 

가능하며 낮은 원단위, 공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있

다. 이러한 폴리케톤 관련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효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성에서 자체 공정 

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상용화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따라서 효성이 개발한 폴리케톤 중합

과 개발 기술은 세계 석유화학 산업계에서 우리

나라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술 위상을 높인 성과이다.

3.7.9 페놀

1834년 독일 화학자 룽게(Friedlieb Ferdinand 

Runge)가 콜타르에서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물질

을 추출하였다. 이 물질은 페놀로 룽게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되었다. 룽게는 이것을 ‘Karbolsäure’(석

탄-오일-산, 석탄산)라고 명명하였으며, 석유화

학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콜타르는 페놀의 주요 

원천이었다. 1841년 프랑스 화학자 로랑(Auguste 

Laurent)은 최초로 정제된 형태의 페놀을 얻었다. 

1836년 로랑이 벤젠을 ‘phène’로 명명하였고 이것

은 ‘phenol’과 ‘phenyl’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었으

며, 이를 바탕으로 1843년 프랑스 화학자 게르하

르트(Charles Gerhardt)가 석탄산을 ‘phénol’이라고 

이름 지었다.

페놀은 아세톤과 축합반응을 통한 비스페놀에이 

제조의 주원료이며, 페놀 전체 생산량의 2/3가 소

요되고 있다. 비스페놀에이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 수지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페놀, 알킬페

놀 또는 디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반응을 통

하여 베이클라이트(Bakelite)로 유명한 페놀수지

를 제조하며, 페놀을 부분 수소화시키면 나일론

의 전구체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이 된다. 

비이온성 세제는 페놀을 알킬화한 알킬페놀의 에

톡실화(Ethoxylation)를 통하여 제조한다. 이외에

도 페놀은 아스피린과 같은 수많은 약제와 제초

제 제조의 전구체로, 또한 일시적 인두염을 위한 

경구 마취제와 진통제로 사용된다.

페놀의 상업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제조법들

이 개발되었으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조

법은 큐멘(Isopropyl Benzene)의 산화와 분해를 통

한 큐멘법으로 전체 페놀 생산량의 95%를 차지

하고 있다. 다른 제조법에 비하여 큐멘법은 상대

적으로 약한 반응조건하에서 제조되며 저가의 

원료를 이용한다. 다만, 경제성 확보를 위해 페놀

뿐만 아니라 부산물인 아세톤의 수요까지 확보되

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전 세계 아세톤 수요는 

Company Plant location 2012 2015 2020
Raw Material and 

Process
Remarks

Kumho 

P&B

Yeosu, 

Jeollanam-do
- - 300 cumene Start-up in June 2016

Yeosu, 

Jeollanam-do
(30) (30) (30) cumene

From Kumho Shell. 

Not purity

Yeosu, 

Jeollanam-do
135 135 135 cumene From Kumho Shell 

Yeosu,

Jeollanam-do
250 250 250 cumene

LG 

Chem
Daesan - 300 300 cumene

LG 

PC

Yeosu, 

Jeollanam-do
300 300 300 cumene

Yeosu, 

Jeollanam-do
- - - cumene

Total 685 985 1,285

<표 3-13> 국내 페놀 업계 현황 (단위 : 천톤/년)

출처 : IHS Chemical estimat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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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70만 톤으로 생산된 아세톤의 83% 수준에 

그쳤다.

1900년대 초기에 개발된 바이엘과 몬산토의 제조

법은 술폰산벤젠과 강염기의 반응을 통한 방식이

었다. 그 외에도 염기를 이용한 클로로벤젠의 가

수분해 방식(Dow process)과 스팀을 이용한 가수

분해 방식(Raschig–Hooker process), 그리드 프로

세스(Greed process)라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이용

한 벤젠의 직접 산화 방식, 다우케미컬에 의하여 

개발된 톨루엔(Toluene) 산화 방식 등이 있으며, 

석탄의 열분해를 통하여 회수되기도 한다.

가. 국내 업계 현황

우리나라는 1976년에 금호피앤비화학이 여수에

서 페놀과 아세톤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이

들은 미국 UOP 기술을 이용하여 1990년, 2005

년과 2016년 페놀·아세톤 공장을 3차례 증설하

여 2016년 연산 68만 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LG화학이 2005년 여수에 미국 

KBR의 기술을 이용하여 페놀·아세톤 공장을 신

설함으로써 금호피앤비화학 독점 구도를 해소하

였으며, 2008년 증설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대산에 페놀·아세톤 공장을 신설하여 2016년 연

산 60만 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7.10 BPA 

BPA (Bisphenol A)는 1891년 러시아 화학자 디아닌

(Aleksandr Dianin)에 의하여 최초로 합성되었다. 

BPA는 바이엘과 GE의 연구에 기초하여 폴리카보

네이트 제조 및 식품과 음료 용기의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제조에 사용된다. BPA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조법이 1957년 최초로 상업화

된 이래, 현재 연간 3,600만 톤의 BPA가 폴리카보

네이트와 에폭시 제조에 사용된다. 폴리카보네이

트는 BPA와 포스겐을 결합·중합시켜 제조되며, 

환경문제로 포스겐을 대신하여 디페닐 카보네이

트(Diphenyl Carbonate)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밖에 

BPA는 폴리술폰(Polysulfone)과 폴리에테르 케톤

(Polyether Ketone)의 제조에 사용되며, 일부 가소제

의 산화방지제나 PVC의 중합방지제로도 쓰인다.

BPA는 1몰의 아세톤과 2몰의 페놀을 축합 반응

시켜 제조하며, 촉매는 염산이나 폴리스티렌 수지

에 결합된 술폰산 등 강산이 사용된다. 이 때문

에 원료 조달을 위하여 큐멘법을 이용한 페놀 및 

아세톤 제조가 동시에 진행된다.

가. 국내 업계 현황

1991년 금호피앤비화학은 네덜란드 쉘(Shell)의 기

술을 도입하여 여수에 연산 12만 톤의 BPA 공장

을 신설하였다. 이후 일본 이데미쯔화학사로부터 

기술 도입을 통하여 2003년 연산 15만 톤을 증설

하였다. 2013년 동일 생산능력을 보유한 3공장을 

증설하여 현재 연산 42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다.

LG화학은 2005년 미국 뱃저(Badger)사 기술을 이

용하여 여수에 연산 13만 톤의 BPA 공장을 신설

하였다. 2008년 동일 생산능력을 보유한 2공장을 

증설하였고, 2013년 대산에 연산 15만 톤의 3공

장을 신설하여 현재 연산 41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양사와 미쯔비씨의 80:20의 지분 비율로 출자

하여 설립된 조인트벤처(JV) 삼양이노켐은 군산

에 연산 15만 톤 규모의 BPA 공장을 2012년부터 

가동 중이다.

3.7.11 가소제

가. 고분자 수지의 첨가제

가소제(Platicizers)란 고분자 수지의 첨가제로 사

용되어 수지의 유연성, 내한성, 내구성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개선해 주는 첨가제를 통칭한다. 특히 

PVC 수지에 많이 적용되는데, 이는 PVC가 상온

에서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상 물질이기 때

문이다. 가소제 첨가를 통하여 용융온도 및 용융

점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성형 가공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가소제는 수지의 유연 온도를 

저하시켜 최종 제품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유연성

을 부여하고, 필요로 하는 탄성, 접착성 등의 각

종 특성을 제공하여 그 특성을 지속시키는 역할

을 한다. 대부분의 가소제는 액상이며, 용제의 기

능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분자량이 크고 휘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용제와 다르다. 수지의 부

서짐을 억제하고, 소성 가공을 보다 쉽게 하는 것

을 가소화라 한다.

가소제는 무기 촉매하에서 산과 알코올의 에스테

르화 반응으로 제조되며, 산과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촉매의 종류, 반응온도 및 반

응시간 등의 조건이 달라진다. 산과 알코올을 반

응하여 에스테르 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 중 반

응시간 단축을 위하여 반응 중에 생성되는 생성

수를 지속적으로 회수해 주어야 하며, 반응의 종

료 이후에는 과량 투입된 알코올을 회수해 주어

야 한다. 그리고 미반응 산과 미반응 에스테르 화

합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화제를 사용하여 중

화한 후 색상 개선 및 염과 같은 기타 이물질 제

거를 위하여 탈색 및 여과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가소제는 화학구조, 특성, 상용성 3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화학구조의 차이에 따른 분류 방법이

다. 이 방법에 의하면 가소제는 프탈산계, 트리멜

리트산계, 알리파틱계, 포스파이트계, 에폭시계, 

폴리에스테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

성에 의한 분류이다. 가소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내열성, 난연성, 내한성, 내광성, 내이행성, 무취

성, 반응성 가소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

로, 상용성에 의한 분류이다. 이에 따르면 고분

자 수지와의 상용성이 우수하여 단독으로 사용

할 수 있는 1차 가소제(DOP, DINP, DIDP, DBP, 

TOTM 등)와 상용성이 낮아 과량 사용이 어려운 

2차 가소제로 분류할 수 있다. 2차 가소제는 사

용할 때 표면으로 기어 나오는 이행 현상이 심하

다. 반면 1차 가소제와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

면 가소제의 성질을 서로 보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가격을 낮추는 데 유용하다. 2차 가

소제로는 염소화 파라핀, 에폭시화 대두유, 지방

산계 가소제 등이 있다.

가소제는 종류에 따라 PVC 수지에 다양한 물성

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시트, 필름, 전선, 레자, 

랩, 타포린, 호스, 바닥재, 벽지, 매트, 안료, 가스

켓, 접착제, 신발, 도료, 문구용품, 잉크, 장갑 등 

여러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 전반에 적용되고 있

다. 범용 가소제의 특성 및 용도는 <표 3-14>와 

같다.

하지만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하여 프탈레이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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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제를 규제하고 있고, 이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아

직까지 국내외에서 환경 평가에 대한 논쟁이 진

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호르몬 

배출과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유해성과 관

련하여 일부 가소제에 대한 사용규제를 이미 시

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유아용 및 어린이 용품 

시장을 시작으로 식품용기, 벽지, 바닥재 등 일부 

산업용으로 사용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이 악화되고 선진국을 대상

으로 한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가소제 업

체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무수프탈

산이 배제된 새로운 비프탈레이트계 대체 가소제

를 개발·제품화하고 있다. 또한 가소제의 이행을 

차단하여 환경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이행 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 가소제 도입기 이전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 

1966) 당시 석유화학 공업과 관련하여 정유, 

PVC, 나일론 등 기초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합작 계약이

나 기술제휴 계약을 통해서 생산 기반을 갖출 수

밖에 없었다. 애경유지공업(현 애경유화)은 PVC 

관련 부문의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였으며, PVC 

성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소제가 국산화되

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을 파악하

였다.

(2) 가소제 산업의 도입기

애경유화는 국내 최초로 1963년 3월, 대표적인 가

소제 DOP의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상업화하였

다. 특히 외국 회사와의 기술 제휴 없이 독자적으

로 개발한 기술 및 공정이었고, 전량 수입하던 것

을 국산화하였다는 점에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1964년부터 가소제 생산을 전담하는 설비 증설

을 3차례 진행하였다. 영등포 공장의 건물을 증

축하는 한편, 서독에서 수입한 열매체 보일러 외

에 자체 설계한 반응기 등을 제작·설치하여 획기

적인 생산량 증대를 가져왔다. 제품의 다변화에

도 노력을 기울여 사업 초기에는 DOP를 주종으

로 생산하였다. 이어서 DBP, DHP, DOA 등을 개

발·상업화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가소제를 공

급하였다.

판매는 실수요 업체를 대상으로 주문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독점 판매 이점 때문에 다

른 제품들과는 달리 판매상 큰 어려움은 없었다. 

특히 창업주 채몽인은 가소제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여 평소 사업상 친분이 있었던 삼영화학, 진

양, 국제 등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를 직접 주선하

기도 하였다.

(3) 가소제 산업의 고도화기

삼경화성(애경유화의 전신)은 1972년 10월 연산 

8,400톤 규모의 무수프탈산 제1공장을 준공한 이

래, 1978년 2월 연산 1만 5,000톤 규모의 제2공장

을 추가 완공하였고, 1980년 10월 연산 1만 5,000

톤 규모의 제3공장을 완공하였다. 1984년 2월에

는 영등포 공장에서 가동 중이던 설비를 울산석

유화학단지로 이전하고 증설을 단행하였다.43) 연

산 2만 톤 규모의 가소제(DOP) 1공장을 준공함

에 따라 기존생산 중이던 무수프탈산으로부터 가

소제를 생산하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생산 효율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1987년 연산 7,000톤 규모의 가소제 공장을 추

가 구축하였으며, 1984년 준공한 제1공장 역시 

가소제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선

(Revamping)을 진행하였다.44)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가소제 시장에서 DOP

보다 친환경적인 가소제로 인식되는 DINP가 시

장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애경유화는 1989년 

출처 : 애경유화 홈페이지

구분 화학명 특성 용도

DOP Di-2-ethylhexyl phthalate 상용성 범용

DINP Di-isononyl phthalate 저휘발성, 점도 안정성 시트, 필름 전선 컴파운드

DIDP Di-isodecyl phthalate 내열성, 방담성 전선 컴파운드 자동차 내장재

DBP Di-butyl phthalate 상용성, 저온작업성 접착제, 도료

DOA Di-2-ethylhexyl adipate 무독성, 내한성 랩, 가스킷

DINA Di-isononyl adipate 무독성, 내한성 랩, 필름, 레자용

TOTM Tri-2-ethylhexyl trimellitate 고온 내열성, 내이행성 전선 컴파운드

TINTM Tri-isononyl trimellitate 고온 내열성, 내이행성 전선 컴파운드

<표 3-14> 범용 가소제의 특성 및 용도

출처 : 애경유화 내부자료

대상 국가명 유아용 / 어린이 식품용기 산업용 비고

미국(연방)
DEHP, DBP, BBP, DINP, 

DIDP, DnOP (0.1% 이하)
DEHP(사용 규제) 점진적 확대 ● 소비자 제품 안전법

EU 연합

DEHP, DBP, BBP, 

DINP, DIDP, DnOP
(0.1% 이하)

DEHP, DBP, BBP, 

DINP, DIDP, DnOP
(0.05~0.1% 이하)

ROHS 2단계 점진적으로 

일반 산업계로 확대 중

● 유럽 위원회(EC)
● ROHS

일본
DEHP, DINP
(0.1% 이하)

DEHP (0.1% 이하)

(식품 및 포장 포함)

점진적 확대
-

중국

DEHP, DBP, BBP, DINP, 

DIDP, DnOP (0.1% 이하)
DEHP, DBP, BBP, DMP
(사용 규제)

확대 예정 ●   중국 국가완구 안전기술 

규범

●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

한국

DEHP, DBP, BBP, 

DINP, DIDP, DnOP
(0.1% 이하)

DBP, BBP, DEHP, DnOP, 

DIDP, DINP, DEHA
(용출 기준 값으로 

각각 3~9mg/L로 제한)

벽지, 바닥재 등 일부 

산업용에 대한 규제 진행 중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식품 위생법

<표 3-1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국내외 규제 동향

43) 1984년 울산석유화학단지로 가소제 설비 이전과 증설은 당시 공장장이 

 었던 이철삼과 실무 담당자 홍대표 계장의 주관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 

 었다.

44) 제1공장의 증설 당시 실무 책임자 홍대표 과장, 공무 하종율 차장, 계기  

 황효철 과장과 전기 박태호 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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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1만 4,000톤 규모, 1990년 연산 7,000톤 규모

의 DINP 전용 가소제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시장

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991년 급격히 늘어나는 DOP의 시장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국내 최초 DOP 연속식 공장을 연

산 6만 톤 규모로 준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가

소제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연속

식 공정기술은 일본 쿄와(Kyowa)에서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무 책임자들이 일본에서 기술연수

를 받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처음 접해보는 

가소제 연속식 공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성공적으

로 접목하기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었다.45)

(4) 가소제 산업의 선도기

1998년 30여 년간 축적한 가소제 제조 공정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경유화는 연산 13만 톤

의 DOP 연속 프로세스를 자체 기술로 건설하였

다. DCS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운영체계

를 확립하는 등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특히, 증류공정 등

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가소제 

전문 생산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탄탄히 구축할 

수 있었다. DOP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생산능력을 기록할 정도로 고도화된 설

비이다.46)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유럽을 시작으로 친환경 

가소제에 대한 수요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

고, REACH 제도 등 환경규제가 세계 가소제 시

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애경유화도 2010년 친환경 가소제 NEO-T 전용 

설비를 연산 7,000톤 규모로 신설하였다. 또한 친

환경 가소제 시장의 계속되는 수요 신장에 발맞

추어 2012년 반연속식 공정으로 5만 톤을 추가 

증설하였다.47)

(5) 가소제 산업의 현재

친환경 가소제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 애경유화는 2014년 연산 10만 톤 규모의 설

비를 추가 증설·운용하였다. 이 설비는 기존의 

반 연속식 공정의 변경을 통하여 증설을 추진하

였으며, 공정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

록 하는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공정이다.48)

애경유화는 2016년 4월 러시아 최대 에너지·석유

화학 제조 기업인 시부르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친

환경 가소제 제조 신기술을 수출하기도 하였다.49) 

이 기술은 환경규제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

소제와는 차별화되고,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제

품의 질을 높인 신기술로 시장에서 평가받았다. 세

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가소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과욕은 금물

당시 가소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실무진의 회고이다. 

1980년대 초 제2차 석유화학 파동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설상가상으로 시장 경기가 바닥이라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담당 기술자들은 나름대로 묘안을 짜내기 위하여 고심한 끝에 대표 가소제인 

DOP를 대체할 수 있는 DLP를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당시 타사가 주도하고 있던 특정 시장에서 점유

율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 뒤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실행에 옮겨 판매 실적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고무된 직원들은 거의 매일 퇴근길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똑같은 내용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PVC 비닐장판을 생산하던 그 업체는 우리가 공급한 DLP로 제

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보낸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시공한 뒤에 비닐장판의 표면이 벗겨진다는 클레임이 쇄도하고 있

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약 50여 개 전체 거래처에서 하나둘씩 클레임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돌이켜 보면, 하나의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과

욕은 절대 금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출처 : 애경 50년사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실수지만…….

연속식 공장의 증설 및 시운전 시기가 한 겨울이었다. 가소제는 에스테르 반응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반응 시에 

생성수가 발생하고, 반응물의 냉각을 위하여 유틸리티로 냉각수가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영하의 외기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냉각수가 얼고, 반응에서 발생하는 생성수가 반응기, 배관 내에서 얼어

버려 설비 내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응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다.

출처 : 애경 50년사

45) 연속식 공장의 건설에는 이철삼 공장장, 실무 책임자 홍대표 과장, 

 김정곤 과장, 공무 황효철 과장, 박태효 과장과 박경희 대리 등이 참여 

 하였다.

46) 본 공장의 건설은 김명박 공장장, 공정 조규문 과장, 김상우 대리, 설비  

 임진근 과장, 이재호 사원과 도성민 대리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 

 며, 새로운 인재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47) 이 공장의 건설과 증설에는 실무 책임자 김원효 차장, 공정 김석 과장과  

 설비 최희식 차장이 참여하였다.

48) 본 공장의 건설은 김정곤 공장장, 증설 담당 장재훈 차장, 생산 김상우  

 부장, 설비 최희식 차장과 오상진 차장 등이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 

 하였다.

49) 이 기술수출은 이종기 사장의 지원하에 김정곤 부사장, 장재훈 부장,  

 김원효 부장, 유기완 과장, 문준식 대리와 변종윤 대리 등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출처 : 연합뉴스, 2016. 4. 6.
 주 : 모스크바에 위치한 시부르 본사에서 이종기 애경유화 사장과 시부르그룹  

  공장 총괄 책임자 콘스탄틴 유고브 사장이 친환경 가소제 신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림 3-50> 애경유화와 시부르그룹의 
친환경 가소제 신기술 수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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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친환경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애경유화

가 가소제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애경유화는 DOP 16만 톤, DINP 6만 3,000

톤, NEO-T 12만 톤과 기타 특수 가소제 5만 

7,000톤을 포함한 연산 40만 톤의 가소제를 전문

적으로 생산하는 세계적인 가소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끝없이 변모하고 있는 가소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전 세계의 관련 기업들은 변화

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애경유화도 가소제 산

업의 리더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앞으로도 전 세계 가소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3.7.12 폴리우레탄 / 폴리올

가. KPX케미칼

(1) 세계 Polyurethane의 개발과 전개

폴리우레탄(PU - Polyurethane)은 1849년 뷔르츠

(A. Wurtz)가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Iscocyanate)

의 합성을 통하여 처음 만든 것이다. 1937년 독일 

바이엘의 오토 바이엘(Otto Bayer) 박사가 IG 파르

벤(IG Farbenindustrie) 연구실에서 2관능기 폴리에

스테르 폴리올(Polyol)과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이용

한 중부가 반응으로 PU를 최초 합성함으로써 산

업화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바이엘 연구

소는 코팅 및 엘라스토머 등 PU 제품으로 항공

기, 잠수함 등 군사용 무기나 장비를 개발하기 시

작하였으며, PU는 주로 금속 및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화학성과 내식성 코팅에 제한적으로 사용

되었다.

PU는 산업화 초기인 1945~1947년 주로 엘라스토

머, 코팅 및 접착제에 응용되었으며, 1953년 PU 

연질폼과 1957년 PU경질폼이 상업화하였다. 상

업화 초기에는 주로 2관능기 짧은 사슬(Short-

chain)과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주로 쓰였으나 

1954년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할 수 

있는 폴리에테르 베이스의 PU 연구가 진행되었

다. 1956년 듀폰이 폴리에테르 폴리올, 특히 폴리

(테트라 메틸렌 에테르)글리콜을 도입하였고, 바

스프와 다우케미컬은 1957년에 폴리알킬렌 글리

콜 판매를 시작하였다.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폴

리에스테르 폴리올보다 저렴하고 다루기 쉽고 방

수성이 뛰어나다.

1958년에 이르러 유니언 카바이드는 현재와 같은 

3관능기 폴리에테르 폴리올, 제3급 아민, Tin 촉

매, 실리콘 계면활성제와 TDI 80을 적용하여 원

샷(One-Shot) 방식으로 저가의 PU 폼을 대량생

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엄청난 수요를 유발하

여 PU 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

다. 1960년에는 연간 4만 5,000톤 이상의 PU 연

질폼을 생산하였으며, CFC 발포제, 저렴한 폴리

에테르 폴리올과 메틸렌 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MDI)를 적용하여 PU 경질폼을 고성능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67년 우수한 열 안정성

과 난연성을 가지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경질

(PIR)폼이 ‘Air Line Foam’의 상품명으로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1968년에 ICI가 ‘Hexafoam’을, 1969

년 ‘Code 25’이름으로 업존(Upjohn)에서 PIR 폼을 

상품화하였다. 1960년 들어서 PU 폼은 자동차 분

야에 적용되었다. 이후 연질 몰딩폼 제조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1961~1962년에는 알루미늄 캐스팅 

금형으로 시트패드 생산을 시도하였다.

1960년 후반 들어서 처음으로 콜드 큐어(Cold 

Cure) 성형 공법이 소개되었다. 1967년 General 

Tire and Rubber가 경제성 있고, 고속 생산 가능

한 설비로 연산 8,000대 분량의 PU 시트폼을 생

산하였다. 1969년 바이엘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서 플라스틱 자동차를 전시하였다. 이는 반응물

을 혼합한 후 금형에 주입하는 반응 사출성형 

(RIM) 공정을 새롭게 사용하여 제조되었다. 이 

기술은 1983년 미국 폰티악 피에로(Pontiac Fiero)

가 최초의 플라스틱 바디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다.

폴리우레탄 폼은 발포제를 이용하여 소재의 비

중을 낮추고 단열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오존 붕괴에 대한 영향 때문에 발

포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던 트라이클로로 플루오

로 메테인(Trichloro� uoromethane, CFC-11)과 같

은 염소를 함유하는 발포제류 사용을 제한하였

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CFC류 발포제가 

사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이산화탄소, 펜

탄, 1, 1, 1, 2-테트라 플루오로 에탄(HFC-134a) 

및 1, 1, 1, 3, 3-펜타 플루오로 프로판(HFC-

245fa) 등 오존지수가 낮은 발포제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산화탄소 감축과 석유자원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식물성 오일 기반의 바이

오 폴리올이나 이산화탄소를 적용한 친환경 폴리

올로 만든 PU 소재가 계기판, 사이드 패널 등 자

동차 인테리어에 응용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하

여 친환경적인 PU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 Polyurethane 산업 발전과정

국내 최초로 PU 폼을 도입한 것은 1957년으로 당

시 동신화학공업(현 금호화성)이 독일 바이엘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바

이엘은 PU 연질슬라브 폼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판매를 전개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

다 2년 앞선 1955년 역시 바이엘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MTP화성(현 INOAC)이 슬라브 폼 제

조설비를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국내 PU 산업

의 발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PU 폼 분야 : 연질 슬라브 폼

1957년 동신화학공업은 독일 헤네케(Hennecke)의 

UBT를 도입하여 아시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 

최초로 연질 슬라브 폼(Flexible Slab Stock Foam)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진양화학(현 한국

폴리우레탄), 1967년 경성고무, 1968년 삼영화학, 

1969년 미원(현 세림TTC와 세원화성), 1981년 원

일우레탄과 1982년 용성우레탄 등이 설립되어 경

쟁하면서 연질 슬라브 폼을 생산하였다. 이들은 

주로 신발, 의류, 모자 및 가방 등의 우리나라 수

출 산업인 경공업 분야에 소재를 공급하였다.

1975년 11월 한국포리올(현 KPX케미칼)이 일본 

삼양화성(Sanyo Chemical)사로부터 PU 주원료 폴

리에테르 폴리올 제조기술을 도입하였다. 연산 

5,000톤 규모의 공장을 울산에 완공하여 국내 최

초로 국산화함으로써 한국형 PU 산업이 발전하

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폴리에테르 PU 폼 발포

는 미국 애드미럴(Admiral)의 저압 컨벤셔널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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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Conventional Foam Line)을 도입하여 식빵형

(Dome Type) 슬라브 폼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수

율이 낮아 스크랩 발생이 많은 결점이 있었다. 

1975년 한국폴리우레탄은 일본 토요 러버(Toyo 

Rubber)사로부터 드라카 시스템(Draka System)을 

도입하여 수율이 높은 스퀘어형(Square Type) 폼

을 생산하였다. 또한 일본 기술도입과 자체 연구

개발로 라미네이션 폼(Lamination Foam)을 개발

하여 1970~1980년대 국내 산업의 주류를 이룬 

신발, 의류, 가방 등 경공업 분야에 폼을 공급하

였다.

1995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분당 토출량이 

500kg인 헤네케의 UBT500을 도입하여 대량 발

포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미원 부산공장(현 세림

TTC)은 1984년 헤네케의 컨벤셔널 고압발포기를 

도입하고 플랫 톱 시스템(Flat Top System)을 채택

하여 슬라브 폼 제조의 수율 경쟁을 본격화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의 폴리에스터 폼을 

개발하여 자동차, 의류, 전자 등 소재로 공급하

였다.

② PU 폼 분야 : 연질 몰드 폼(Flexible Molded Foam)

시트쿠션은 자동차 내장재 중 가장 비중이 큰 제

품이다. 또한 운전자와 직접 접촉하는 부품으로 

내구성과 감성 품질이 요구된다. 1960년대 말 초

기의 자동차는 고무 스폰지를 쿠션재로 적용하였

으나, 1970년대 초 부산의 동양특수고무와 서울

의 대한스폰지가 핫 큐어 폼(Hot Cure Foam)을 

생산하여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였다.

1975년 진양우레탄은 일본의 MT P화성(현 

INOAC)의 기술지원과 마루카(Maruka) 발포 시

스템으로 콜드 큐어 라인(Cold Cure Line)을 설치

하고 시트쿠션 폼을 생산하여 GMK (GM코리아) 

Rekord, 기아 타이탄과 현대 포니에 공급하였다. 

1977년 진양우레탄이 시트쿠션 폼 생산을 중단

하면서 자동차 업체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야 하

였다. 현대자동차 기술 제휴선은 일본의 난바프

레스이며, 기아자동차는 대원산업이 일본 도메이

화성과 기술제휴로 핫큐어 라인을, 대우자동차는 

대원강업이 자체 기술로 콜드 큐어 라인 설비를 

갖추어 시트 폼을 생산하게 되었다.

자동차 시트 이외 여러 내장재 생산에 있어서 선

진 자동차 부품 회사와 기술제휴 또는 자체 개

발을 통하여 자동차 내외장재용 PU 소재 기업

이 설립되었고, 이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

였다. 2001년부터 세계적인 시트 전문 메이커 존

슨컨트롤즈(Johnson Controls)가 국내에 진출하였

고, 2002년 리어(Lear)가 한일에 자본 참여를 하였

다. 2006년에는 국내 시트 전문 업체 대유에이텍

과 세계적 시트 생산 기업 우드브리지가 합작하

여 대유우드브리지가 설립되었다.

③ PU 폼 분야 : 경질 폼

국내에서 경질 폼(Rigid Foam)은 1980~1990년대

에 냉장고와 냉동 컨테이너에 주로 사용되었다. 

2000년 들어 단열재용 건자재 비중이 크게 증가

함에 따라 2005년 이르러 건자재는 최대 수요처

로 부상하였다. 특히 경질 폼은 우수한 단열 효

과, 뛰어난 방음, 결로 방지 성능과 자기접착성을 

가지고 있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단열재 분야

에서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에

너지 절감 정책과 주택 단열 기준(열관류율)이 강

화되면서 건자재 분야 단열재로 경질 폼의 수요

가 계속 증대하고 있다.

● 가정용 냉장고

가전부분에서 국내 기술로 최초로 냉장고를 개발한 

곳은 LG전자의 전신 금성사다. 1965년 일본 히타치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산 냉장고 1호 GR-120을 출시하

였다. 이때 단열재 제조로 글라스울이 적용되었으며, 

1975년부터 PU 단열재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단열재 제조에는 이소시아네이트로 TDI (Crude TDI 

System)가 적용되었으나, 독성 및 성능 문제로 MDI

로 변경되었다. MDI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냉장고용 PU 단열재는 국제적 환경규제로 단열재

에 적용되는 물리적 발포제의 전환과 더불어 발전되

어 왔다. 1987년에 채택된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국

내 냉장고단열재 시스템에 적용되는 발포제는 CFC-

11 (1979~), HCFC-141b (1993~), Cyclopentane 

(1995~)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 지구온난화지

수(GWP - Global Warming Potential)가 아주 낮은 

제4세대 발포제로 HFO (Hydrofluoroolefin)류의 적

용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발포제의 전환과 냉장고 제조업체 간 생산

성 향상 및 성능경쟁(소비전력)으로 폴리올 시스템

(Polyol System)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방향족 도

입과 높은 활성으로 단열 성능과 탈형성 단축이 가능

하도록 방향족 아민(Aromatic Amine)계 베이스 폴리

올(base Polyol)을, 폼 셀(Foam cell)을 작게 하여 단

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핵제50)를 적용하였다. 그리

고 냉장고뿐만 아니라 여타 단열재용 경질 폼에도 발

포제 전환에 따른 제조설비 및 원료 시스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 PU 샌드위치 패널 및 LNG용 초저온 보냉재

국내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은 기린산업이 

1981년 호주의 아이소월(Isowall)에서 EPS 패널 설비

를 들여와서 생산한 것이 처음이다. PU 샌드위치 패

널의 대량생산 설비는 1982년 동신중공업이 국내 처

음으로 도입·생산하였고, 1987년 기린산업은 헤네케

사로부터 PU 샌드위치 패널 연속설비를 도입하여 가

동하였다.

패널 분야의 경우 국내 HCFC-141b 사용 감축에 

따른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펜탄

(C-Pentane) 발포제로 전환하여 영보화학, K-산업, 

동천, SY판넬 순으로 경질 보드를 생산하고 있다. 그

러나 소규모 발포 업체는 투자비용이 너무 높고, 안전

한 제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 능력이 부

족하여 C-펜탄(Pentane)으로 전환하는 것이 늦어지

고 있다.

1991년 국내 최초로 현대중공업에 의하여 건조를 시

작한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선 시장에서 우리나

라 조선 산업은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치에 있다. 우

레탄을 사용하는 보냉재 개발에 있어서 화인텍은 

1996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 운송선용 보냉재인 

R-PUF (Reinforced PU foam)를 개발하였고, 프랑

스 GTT (Gaztransport & Technigaz)의 승인과 ABS, 

KR, Lloyd, DNV 등 선급협회의 인증을 받았다. 이로

써 국내 최초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3만 8,000KL급 

MARKIII Type LNG 운송선에 공급을 시작하였다. 그 

50) 비용은 상승하지만 소비전력 극대화 가능한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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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 카본은 2001년에 LNG용 PU 보냉재를 생산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2002년 삼성중공업에 PU 

보냉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두 업체는 현재까지 

LNG선 초저온 보냉재를 공급하고 있다.

④ PU Non-Foam

Non-Foam인 PU 엘라스토머는 경화성 형태와 가

소성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경화성 타입은 1978년 

강남화성이 일본 DIC의 기술로 수지를 생산하면

서 국내 기술도입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1970년대 

말 동성화학과 송원산업이 자체 기술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열가소성 형태(TPU)는 1980년대 초 

동성화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어서 

송원산업도 자체 개발하였고 강남화성은 DIC 기

술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부터 신발 산업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

로 성장하면서 신발 소재로 PU 연질 폼과 PU 솔

(sole)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PU 솔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으로부터 PU 발포기와 제조기술 

및 원액의 도입으로 생산되었다. 이때 부산에 있

던 동성화학이 PU 솔용 원액을 주도적으로 개발 

공급하였다. 국내 신발 관련 PU 기술은 세계적 

업체인 아디다스, 리복, 나이키에 채택되어 제조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렸다.

⑤ 합성피혁과 스판텍스

국내 합성피혁은 산업 초기 주력수출 품목이던 

신발과 가방 등의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덕성화학은 1968년부터 합성피혁을 생산하였으

며, 2006년에 독일 월드컵 공인구 제조용 원단을 

생산함으로써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대원화성, 벽산, 코오롱, 동양나이론 및 

제일합섬 등 대기업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스판텍스는 1979년부터 태광산업이 습식 공정

으로 오랫동안 생산해왔다. 주요 원료 PTMEG

는 1997년 Korea PTG가 독자 기술로 연간 3만 

5,000톤, 1998년 바스프가 국내에 연간 5만 톤의 

PTMEG를 생산하면서 동양나이론, 효성 및 코오

롱 등이 스판텍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1위의 스판텍스 생산국이다.

(3) Polyurethane용 원료 개발

1957년 동신화학이 바이엘사로부터 원료를 수입

하여 폼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후 연질 슬라브 

폼과 경질 폼 업체들이 독일, 미국과 일본에서 

PU 원료(Polyol & Polyol System)를 수입하였다. 우

리나라는 1975년 11월 한국포리올(현 KPX케미칼)

이 일본 종합상사 도멘(Tomen)의 투자와 삼양화

성(Sanyo Chemical)과 기술제휴로 국내 최초로 연

산 5,000톤 규모의 폴리에테르 폴리올 공장을 울

산에 완공하였다. 1984년에는 생산규모를 연산 2

만 톤으로 증설하였다. 한남화학은 1988년 미국 

DOW와 기술제휴로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폴

리에테르 폴리올 설비를 갖추었다.

이소시아네이트는 한국화인케미칼이 프랑스 롱프

랑의 기술로 1983년 12월 TDI 공장을 국내 최초

로 준공·생산을 시작하였다. 1990년 동양제철화

학이 얼라이드 시그널(Allied Signal)의 기술로 연

산 5만 톤의 TDI 공장을 가동하였다. PO는 미

국의 PO / PPG 메이저 업체 Arco가 SKC와 합작

(PO / SM 병산법)으로 1991년 1월 상업생산을 시

작하였고, 그 해 3월부터 PPG도 생산을 시작하

였다. 이후 SKC는 세계 최초로 데구사(Degussa)

의 과산화수소법으로 연산 10만 톤 PO 공장을 

신설하였다. 한국바스프는 독일 BASF 기술로 여

천석유화학단지에 MDI(1992)와 TDI 공장(2003)

을 신설 가동하였으며, 1998년에는 동성화학의 7

만 톤/년 폴리올 공장을 인수하였다.

KPX케미칼은 1975년 11월 연산 5,000톤 폴리에

테르 폴리올 공장을 가동하였고, 1987년 PU 수

지(Resin) 기술을 도입하였다. 1992년 6월에는 연

산 2만 톤 규모의 에탄올아민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 폴리에테르 폴리올 생

산량을 연산 12만 톤으로 증설하였으며, 2003년 

1월 계면활성제 관련 사업부를 그린소프트켐(현 

그린케미칼)으로 법인 분리하였다. 폴리에테르 폴

리올 연간 생산규모는 2004년 15만 톤, 2010년 18

만 5,000톤, 현재 울산공장은 23만 5,000톤이다. 

2006년 12월 준공한 중국 남경공장은 연산 8만 

톤 규모로 가동하고 있다.

① 자동차 내외장재

1975년 국내 우레탄 산업에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공급하기 시작한 후 1990년에 Non-Freon의 100% 

수발포 자동차 시트 폼용 폴리올 시스템을 개발

하여 현대, 기아 및 대우자동차(현 GM코리아)에 

공급하였다. 1999년에 자동차 시트의 내구성과 

정적 안락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탄성 폼용 폴

리올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차 시트 폼에 적

용하였다. KPX케미칼은 2014년 바이오 폴리올을 

개발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트 폼을 상품화하였으

며, 2016년 All MDI와 M/T 기반의 저진동 특성

과 안락성이 우수한 시트 폼을 개발 적용하였다. 

2017년부터 제조된 폼의 취기성과 VOC 함량을 

큰 폭으로 저감할 수 있는 폴리올을 개발하여 자

동차 내외장재 PU 폼용 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② 냉장고 단열재

1976년 국내 최초로 냉장고 단열재용 폴리올 시

스템을 개발하여 금성사 냉장고에 적용하였다. 

발포제의 변화에 따라 초기 CFC-11과 1993년 

HCFC-141b 적용 폴리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995년 국내 최초로 냉장고 단열재에 C-펜탄 발

포제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2000년 폼 셀 크기를 

작게 하여 단열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핵제(Per� uoro Alkane)를 적용한 폴리올 시

스템을 개발하여 냉장고 단열재에 적용하였다. 

2001년 이후 꾸준한 고성능 폴리올 및 시스템 개

발을 통하여 냉장고 탈형 시간을 기존 약 480초

에서 현재 180~210초로 단축하여 냉장고의 생산

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2013년부터 제4세대 발포

제라 불리우는 친환경 HFO (HCFO)류 발포제를 

사용하는 폴리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③ 건자재 및 수송용 보냉재

건자재와 수송용 보냉재 시스템은 CFC-11을 발

포제로 사용한 이래 오존층, 지구 온난화 등의 규

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HCFC-141b, HFC-245fa 

및 C-펜탄과 같은 발포제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

라 최적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해 왔다. 한편, 

건자재의 난연 규격 강화에 따라 2002년 난연재

료, 준불연재료가 가능한 PIR 샌드위치 패널시스

템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공급해 오고 있다.

수송용 우레탄 시스템은 1990년대 개발된 냉동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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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너 단열재용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냉동컨테

이너는 세계 90% 이상을 국내에서 제작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중국으로 이전되어 현재 국

내에서는 제작되지 않는다. LNG 수송선의 경우 

1996년 HCFC-141b를 적용한 LNG 선박용 초저

온 보냉재용 폴리올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2004

년에 수발포 시스템, 2014년 Low BOR 시스템이 

개발·적용되었다.

④ 가구용 연질 슬라브 폼

1995년에 패브릭(Fabric)과의 접착성이 우수한 플

레임 라미네이션(Flame Lamination)용 특수 폴리

올을 개발하여 상업화하였다. 1998년 기술 장벽

이 높아 전량 수입하고 있던 하이 솔리드(High 

Solid)의 화이트 폴리머 폴리올(POP - Polymer 

Polyol)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연질 슬라브 폼 

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국내 폴리

올 업체 처음으로 생산 폴리올 전 품목에 BHT 

프리(free)화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친환경적인 폴

리올 공급을 시작하였다. 2010년 생산성이 우수

한 DMC 촉매를 적용한 폴리올을 생산하였고, 

2012년 온도 둔감형 메모리 폼용 폴리올 시스템

을 개발하여 침구류용 폼 원료로 상업화하였다.

3.7.13 메탄올

196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합판 공업이 한국

의 대표적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합판 공

장의 신증설과 합판 접착제의 원료인 포르말린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공장의 신증설이 뒤따랐

다. 이에 포르말린의 원료인 메탄올의 수요도 계

속 성장하여 수입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자 

1960년 후반부터 그 국내 생산을 위한 메탄올 공

장 건설이 나프타를 원료로 추진되었다.

상압공정으로 비교적 단순한 포르말린 공장과 달

리 메탄올 공장은 고온고압 공정을 포함하는 자

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투자비가 크고, 건설과 

운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1968년 경 

최소경제 단위는 일산 150톤으로 알려졌다.

메탄올(CH3OH) 제조공정은 나프타 개질(합성가

스 제조)→메탄올 합성→메탄올 정제로 구성되

고, 합성가스(H2, CO, CO2의 혼합물)의 제조 원

료는 현재 주로 천연가스이나 2차 석유파동 전까

지는 나프타도 사용되었고, 때로는 석탄도 사용

된다.

과거 국내에는 3개의 메탄올 공장이 있었다. 첫

째는 일산 50톤 규모의 호남비료 나주공장으로 

1969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였다. 둘째는 일산 150

톤 규모의 대성목재 울산공장으로 1971년부터, 

셋째는 일산 1,000톤 규모의 대성메탄올 여천공

장으로 1976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였다. 이들 공

장은 모두 원료로 나프타를 사용하였다. 나주공

장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9년간 누계 약 10만 

톤, 울산공장은 1971년부터 1977년의 6년간 누계 

약 24만 톤, 여천공장은 1976년부터 1983년의 8년

간 누계 약 137 만 톤을 생산하였고 그중 약 70만 

톤을 수출하였다.

이로써 한국 메탄올공업은 15년간 약 170만 톤을 

생산하여 국내에 100만 톤을 공급하고, 해외에 

70만 톤을 수출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마지막

까지 가동되었던 여수공장의 경우 1978년 말부터 

1979년 초까지 제2차 석유파동에 기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제조원가 중 원료비의 비중이 당

초 약 30%(감가상각비와 비슷함)에서 80% 이상

으로 급증하여, 결국 값싼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

용하는 산(産)가스국 메탄올 공장에 대한 경쟁력

을 상실한 채 폐쇄되고 말았다.

가. 호남비료 나주공장 

호남비료는 당초 국산 무연탄을 원료로 암모니아

와 요소를 생산하게 설계되었으나 시운전 시부터 

원료탄의 품질과 수량에 차질을 빚어서 원료를 

나프타로 전환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계획

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규모 메탄올 공장을 포

함시켰다.

나주 메탄올 공장은 당시의 수요 때문에 일산 50

톤으로 정하였으나 경제규모 이하인 데다 제조공

법도 고압법이고 정부의 허가지연으로 착공이 늦

어졌다. 건설 도중에 대성목재가 신공법으로 일

산 150톤 울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생산

도 개시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또 나프타 개질로의 피그테일(Pigtail), 메탄올 합

성기, 왕복식 압축기 등 고온고압용 특수 품목을 

뺀 기기류의 무리한 국산화 시도로 숱한 하자가 

생겨 차질을 빚었다.51)

나. 대성목재 울산 메탄올 공장

1960년대 중반 국내 최대 합판 공장을 운영하던 

대성목재는 당시 정부의 역점 사업 울산석유화학

단지의 선도 사업으로 일산 150톤 규모의 메탄올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독일

측과 설계, 기자재 공급, 차관 조건 등을 교섭한 

바 모두 고압합성법에 차관액은 800만 달러 이상

이었다.

때마침 1967년 말 영국 ICI가 획기적인 저압합성

법을 개발하였다는 뉴스가 나왔고 곧 파워가스

(Power Gas)로부터 신공법으로 공장을 건설하면 

건설비와 원단위가 크게 절감된다는 연락을 받았

다. 바로 교섭을 벌인 결과 총 금액이 약 30% 절

감되고 차관이율도 훨씬 낮게 계약을 성사시켰

다. 저압합성법은 압력이 300에서 50기압으로 내

려가 압축기는 왕복형에서 원심형으로, 촉매는 

크롬에서 구리로 바뀌면서 건설비가 크게 절감되

고, 원단위도 감소(변동비 약 6달러/톤 절감)시키

는 변화를 가져왔다. 울산공장은 건설기간 중 공

장 조직을 건설사무소로 운영하다가 완공 후 공

장으로 전환하였다.52)

다. 대성메탄올 여천공장

대성메탄올은 1973년에 대성목재와 일본의 미쓰

비시상사가 50:50 합작으로 대규모 메탄올 공장

을 건설하여 제품을 한·일 간에 분배하자는 뜻

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정부는 전남 여천에 나프

타를 원료로 대규모 제7비료공장과 제2석유화학

단지를 구상 중이어서 메탄올 공장을 그 선도 사

업으로 건설하기를 권고하였다.

여천공장은 울산공장에 비하여 규모만 훨씬 클 

뿐 여러 면에서 비슷하였다. 영국의 데이비 파워

가스(Davy Powergas)가 동일한 ICI 저압법(합성압

력 100기압)으로 설계한 관계로 간부 기술진을 거

51) 나주공장의 메탄올 생산에 종사한 기술진은 류제운 공장장, 김성진, 

 남상온, 오두남, 이성환 등이다.

52) 울산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종사한 기술진은 김봉완(본사 임원), 김태문 

 (공장장 역임), 차금열(공장장 역임), 윤석중, 김수동, 우무상, 이순우, 

 류희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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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울산공장에서 차출하여 건설과 운전에 큰 어

려움이 없었다. 다만 시운전 이후 개질로 고온부 

기기의 연이은 고장과 대수리로 생산에 큰 차질

을 겪었다. 여천공장의 최고 생산실적은 월간으

로 1979년 5월에 3만 2,044톤(평균 1,033.7톤/일), 

연간으로 1979년에 31만 1,720톤을 기록하였다.

여천공장 부지는 해안 매립지여서 중요 기기, 탱

크, 건물 기초용으로 콘크리트 파일 3,500본을 박

았고, 공업용수의 제약으로 공랭식 냉각기를 많

이 설치하였다. 여천공장도 건설기간 중 공장 조

직을 건설사무소로 운영하다가 완공 후 공장으로 

전환하였다.53)

3.7.14 기타 제품

가. 한국알콜산업

1969년 충주비료가 한국에탄올을 설립하였으며, 

1973년 충주비료와 호남비료가 한국종합화학으

로 통합함에 따라 한국종합화학이 한국에탄올에 

직접 투자하였다. 1980년 한국종합화학이 한국에

탄올을 흡수 합병하였고, 1984년에 한국알콜산업

으로 재출범하였다.

(1) 기술도입기

① 아세트알데히드와 합성에탄올

1973년 한국에탄올 공장은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에 2만 6,500평(8만 7,603㎡)의 부지를 확보하여 

1974년 합성에탄올 연산 3만 톤과 아세트알데히드 

2만 4,000톤 생산규모의 공장을 5월 31일 준공하였

다. 수입에 의존해 온 에탄올을 국산 대체함으로

써 연간 44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었다.

1973년 정부의 석유화학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Hoechst & Wacker-Chemie의 에틸렌 산화기술을 

도입하여 아세트알데히드의 국내 생산을 시작하

였으나 2013년 채산성 악화로 공장을 폐쇄하였

다. 같은 해 준공된 합성에탄올 공장은 2005년 

이후 원료인 에틸렌 가격 상승과 채산성 악화로 

반응공정54)을 폐쇄하였다. 2017년에는 미가공의 

산업용 에탄올(crude industrial ethanol)을 공급받

아 추출공정55)과 수첨공정56)을 거쳐 합성에탄올

을 생산했다.

② 정제주정과 무수에탄올

정제주정은 1985년 아세트알데히드와 합성에탄올 

공장을 인수하면서 신 성장 동력으로 도입하였

다. 발효 알코올(에탄올)을 추출·정제하여 고순도 

음용 알콜을 생산하는데 주류, 조미료, 음료, 응

고제 및 추출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87년 에탄올을 활용한 다운스트림 제품 개발 

일환으로 한국알콜산업의 합성주정 공정과 연계

한 무수주정 제조(합성주정 공장→합성주정 제

품→무수주정 공장→무수주정 제품)가 기존 시

설 활용으로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의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합성주정과 정제주정의 기존 고급 

기술 인력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

작하였다. 그 결과 기존 합성주정 공장 평균가동

률이 10.52%에서 무수주정 가동 후 18.29%로 크

게 증가하였다.

공비증류 공법으로 99.9vol% 고순도 에탄올을 생

산하는 데 공비제로 처음에는 벤젠을 이용하였으

나, 2012년 공정 개체를 통하여 고효율 공비제로 

변경하였다. 에탄올은 주로 합성세제, 화장품, 비

누, 페인트 및 염색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③ 초산에틸과 초산부틸

1989년 이전까지 미원식품이 한국알콜산업에서 

아세트알데히드와 합성에탄올을 공급받아 초산

에틸을 생산하고 있었다. 1988년부터 초산에틸 신

규 사업을 추진하여 1989년 연산 2만 4,000톤의 

초산에틸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아세트알데히드 

공장과 함께 2016년 공장을 스크랩하였다.

1992년 연산 2만 톤 규모의 초산에틸 공장을 가

동하였던 한국알콜산업은 수요 증가와 수출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증설에 나서기로 하였다. 

한국알콜산업은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능력

은 연산 6만 톤 규모로 늘게 되며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수출할 계획이었다.

한국알콜산업은 1995년 BP, 칫소(Chisso), 스미토

모(Sumitomo)와 합작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

스테르 공법에 의한 초산에틸 공장을 준공하였

다. 이는 IEC(국제에스터) 공장으로 칭하였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초산에틸 5만 5,000톤과 초산부

틸(IEC-국제에스터) 2만 1,000톤이었다. 당시 초

산에틸 국내 수요는 한국알콜산업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였으며, 향후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

해서는 아세트알데히드 공정보다 원가상으로 유

리한 에탄올 공정의 공장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

라 한국알콜산업은 1997년 초산부틸 생산시설을 

동시에 확보하여 다른 업종으로 다각화를 도모하

였다. 이 경우 합작 파트너와의 공동 사업 경영에 

따라 해외 지점망을 통한 수출 물량 확보에 유리

하였다. 1997년 한국알콜산업의 합작 계열사 국

제에스터가 그동안 전량 수입해오던 초산부틸 3만 

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규 설비를 확충하였다. 

같은 해 7월에 기술도입을 시작하여 1998년 공장 

증설을 완료하였다.

2007년 한국알콜산업은 국제에스터 지분에 대하

여 전량 영업 양수를 함에 따라 독자적인 공급 체

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 4월 초산에틸 공장을 증

설하여 연산 1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

다. 초산에틸과 초산부틸의 주요 용도는 페인트, 

합성수지, 인쇄용 잉크, 접착제와 인조피혁이다.

④ 에틸아민

미국 AAT (Acid Amine Technology) 기술을 도입

하여 1998년 연간 생산능력 5,000톤의 에틸아민 

생산공장을 가동하였다.

1990년대 중반 에틸아민의 국내 수요는 약 1,500

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전량 수입이었다. 

이를 국내 생산함에 따라 국내 사업체에 안정적

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수입 대체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40% 이상의 양을 수출함으로써 외

화 획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사이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프

로필아민(propylamine) 및 부틸아민(butylamine) 등 

타 제품의 생산도 가능한 병산 공장이었다. 에틸

아민의 주 용도는 의약, 제초제, 가황촉진제, 고

53) 여천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관여한 기술진은 본사 임원 김봉완, 

 고바야시(小林公雄), 현장 김태문(공장장 역임), 우무상(공장장 역임), 

 이순우, 주우봉(공장장 역임), 권봉수, 류희창, 고금석 등이다.

54) 에틸렌, 물 및 촉매를 첨가한 수화반응

55) 추출공정 추출제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비휘발도 차이에 의하여 분리

56) 정제공정에서 농축된 에탄올 중 미량의 Alkene, Aldehyde와 Ketone류  

 등 불포화 탄화수소에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 탄화수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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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공용, 부식방지제와 계면활성제이다.

(2) 기술선도전환기, 기술선도기

한국알콜산업은 초산부틸 공정에서 전자급 제품

을 생산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공급하여 반도체 

웨이퍼 세척용 용제와 포토레지스터용 용제로 사

용하고 있다.

2017년 자동차 워셔액의 사용 주성분을 에탄올

로 변경하는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알콜산업

이 제조한 에탄올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녹색 

화학(green chemical)으로 인식되는 에탄올의 사용

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부터 뷰티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출처 : DPIRD, https://www.agric.wa.gov.augrainsherbicide-applicationpage=0%2C0

<그림 3-51> 에틸아민의 용도-제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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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Chemical Industry

정밀화학 산업

제

4

장

4.1 화장품 산업

4.1.1 한국 화장품 산업의 전개

우리나라 근대 화장품의 효시는 1916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에서 가내 수공업 형태로 만든 ‘박

가분(朴家紛)’이라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박가분

은 원래 포목전문점인 ‘박승직 상점’에서 덤으로 

주던 것이었는데, 품질 개량과 포장 개선을 거쳐 

1922년 정식 제조허가를 받았다. 박승직은 두산

그룹을 창업한 박두병의 부친이다.

박가분이 성공을 거두자 1930년대에 화장품 회사

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문영수의 태양리화학

(피카몬드 향수), 김동엽의 동방화학(에레나 화장

품), 임성환의 동보화학(동보 구리무), 윤독정(현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창업한 서성환의 모친)의 창

성당(동백헤어기름) 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일

제강점기 시대의 향장산업은 시세이도, 카오와 

같은 일본 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해방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가

져다주었다. 미군정과 함께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

면서 남성들 사이에 긴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포

마드를 바른 다음 단정하게 빗어 넘기는 헤어스

타일이 ‘신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당시 포

마드는 바셀린 등 주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하였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머리카락이 뻣뻣

해졌다. 또한 지나치게 번들거려서 머리를 감아도 

그 기름기가 잘 빠지지 않는 불편함이 존재하였

다. 태평양화학공업사의 창업자 서성환은 식물성 

오일인 피마자유를 사용한 ‘ABC포마드’를 1951년

에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냉각 방식을 

서냉에서 급냉으로 변경하여 입자의 크기가 줄었

고 균일하게 제조됨에 따라 번들거리는 사용감을 

최소화하였다. 동시에 국내 다른 제품에서 전혀 

시도하지 못하였던 향료를 추가함으로써 시장에

서 큰 인기를 끌었다.

화장품 산업이 근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1968년에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20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16

년에는 전년 대비 4.7% 성장한 약 109억 3,000만 

달러(약 12조 3,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에서 8번째 규모의 화장품 시장이 되었다.

한국의 화장품은 기술력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위

상이 높아졌다. 한국화장품기술자회(현 대한화

장품학회)의 발족 50주년이자 두 번째 세계 화장

품화학자회(IFSC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Cosmetic Chemists)가 개최되었던 2017

년 대한화장품학회지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 총 

1,259건에 달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화장품 연구

와 기술의 진보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량적인 증거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4-1> 박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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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WWD Beauty Inc.’s(우먼즈 웨어 데

일리 뷰티) Top 100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하여 

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 등 3개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 화장품 산

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화장품

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므로 소비자의 기호와 화

장 습관, 유행에 매우 민감한 패션 상품이다. 또

한, 화장품 산업은 계면화학·화학공학·기계공

학·유변학·정밀화학·분석화학을 아우르는 제형

기술, 그리고 의학·생화학·생명공학·약리학·독

성학을 아우르는 피부과학, 여기에 진화심리학·

뇌과학·감성공학에 이르는 인문학까지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융

합과 통합의 장이다.

우리나라 근대 화장품의 효시인 박가분이 탄생한 

지도 벌써 한 세기가 되었다. BB 크림, 에어쿠션, 

각종 마스크 등 한국발 화장품이 세계 소비자들

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어느덧 

세계의 향장 산업을 견인하는 위치에 서게 된 K- 

beauty의 현 주소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의 역

사와 전망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가. 국내 화장품 기술의 발전

국내에서 상품화된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은 

얼굴을 뽀얗게 보이게 하는 미세한 화장가루로 

쌀가루, 조개껍데기, 분꽃 씨앗 등을 곱게 빻은 

백분에 납을 섞어 만들었다. 납은 분(紛)의 밀착

력을 높여주었으나 계속 사용하면 얼굴빛이 칙칙

해지고 땀구멍이 점점 커지는 등의 각종 부작용

이 있었기 때문에 박가분은 1937년 이후 시장에

서 사라졌다. 100년 전 박가분으로 시작된 우리

나라 근대 화장품의 연구 및 제조기술은 화장품 

시장 및 인접 산업의 성장과 함께 현재의 모습으

로 발전해왔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에는 구전

된 비방을 중심으로 한 가내 수공업의 시대, 1960

년대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수용

하려는 시대였다면, 1970년대에는 확보된 다양한 

원료를 통하여 세밀한 사용감을 구현하려는 제

형 개발 및 계면화학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80

년대에 이르러서는 생명과학의 태동과 함께 생명

공학 기술을 접목한 원료 개발과 각 원료의 효

능 메커니즘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본격적

인 피부 연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피부 효능에 대

한 연구도 점차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기반으로 하

는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화장품에 응용하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소비자 개인마다 고유

한 피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주된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들의 변화와 DNA 칩(chip)을 통한 생리 활

성 소재의 피부 메커니즘 연구가 시작되었다. 피

부 유전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바이오인포매틱

스(Bio-informatics)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아울러 인지과학 및 진화심리학 등 인문 사회과

학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심리 및 

행태까지 측정하고 정량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

지고 있다.

4.1.2   가내 수공업에서 선진 기술제휴까지 

(~1960년대)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6·25전쟁과 

남북 분단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산업 

출처 : 아모레퍼시픽

   주 : 유로모니터 기준(현재 환율 기준)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세계 138,826 145,689 153,443 161,778 169,950 178,397 187,707

중국 18,485 20,811 23,755 26,181 28,795 31,282 33,556

홍콩 1,065 1,132 1,210 1,294 1,383 1,471 1,528

일본 22,367 22,062 21,476 21,649 21,890 22,181 22,296

한국 5,359 5,837 6,534 7,074 7,512 7,969 8,465

미국 26,780 27,547 28,939 30,308 31,454 32,202 33,660

프랑스 5,554 5,623 5,694 5,763 5,819 5,905 6,000

기타 59,216 62,677 65,834 69,509 73,098 77,386 82,201

<표 4-1> 주요 국가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이옥섭, 1988, 화장품 연구의 현재와 미래, 대한화장품학회지 29 2, p.16-39

연대 연구과제 내용 주요 기술

1950년대 원료 수급 가내 수공업 시대(비방에 의한 생산) 제조 처방

1960년대 안정성, 유용성
화장품의 체계적 연구(해외 기술 도입)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술의 발전(분리 방지)

계면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1970년대 사용성, 안전성
원료의 다양화  

자연스러운 사용감

계면화학  

유변학  

유기화학 

생화학

1980년대 안전성, 유효성

민감성 피부용 제품  

생명공학기술 응용 원료  

유효성 평가 기술의 진보  

새로운 제형 제품 개발

피부과학  

생화학  

생물공학  

정밀화학  

계면화학

1990년대 유효성, 기능성

미백, 육모 등 피부에 관한 기초 연구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제품의 기능성화  

유효성 연구 확대

피부생리학 

감성공학 

생화학 

약리학 

계면화학

2000년대 유효성, 안전성, 기능성

기능성 화장품(주름개선, 미백) 연구   

천연 기반 기능성 원료 개발  

유해 환경인자 및 안전성 연구  

소비자 인지과학 및 행태 연구

분자생물학 

생물공학 

계면화학 

인지과학

<표 4-2> 연도별 국내 화장품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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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당시 사람들의 관

심사는 오직 생존이었으며, 생활고의 해결만이 유

일한 목표였다. 4·19와 5·16이라는 격동의 현대

사를 거치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기반을 다져나가

면서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광

복과 함께 밀려든 서구문명은 여성들로 하여금 

미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양장(洋裝)이 대중

화된 것도 이 시기였다. 이 시기의 화장품은 대부

분 미군부대 PX에서 흘러나온 외산 화장품이었

다. 당시 이들 외산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은 80%

를 넘었다. 해방 후 외산 화장품이 주도하는 가운

데 한국 화장품 제품도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현 LG화학과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락희

(樂喜)화학공업사가 창립되어 국내 최초의 스킨

케어 제품인 ‘럭키크림’을 출시하였다. 이렇게 새

로운 지평을 연 럭키크림은 파운데이션이 대중화

되기 시작한 1966년까지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크게 사랑받았다. 한편 1945년 9월 창립된 태평양

화학공업사는 국내 최초 화장품 브랜드인 ‘메로

디 크림’을 1948년부터 생산하였다. 태평양화학공

업사는 1954년 화장품 연구실도 개설하였다. 현

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의 시초가 되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연구실은 공장 일부를 개조해서 

만든 2평(6.6㎡)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강력한 혁신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이웃한 건물을 빌려 규모를 확장하고 최신 기기

를 하나씩 도입하면서 연구실의 모습을 갖춰갔다. 

1950년대 후반 출시한 염색약 ‘ABC 흑발’과 ‘ABC 

파마약’ 등은 바로 이 연구실의 결실이었다. 법인

으로 전환한 태평양화학공업(현 아모레퍼시픽)이 

1959년 9월 프랑스 코티와 기술제휴하여 코티분 

형태의 백분을 생산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가 1966년 파운데이션 유형의 제품

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한편 1966년에는 세계 최초의 한방(韓方) 화장품

인 ‘ABC 인삼크림(ABC Ginseng Cream)’이 출시되

기도 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과 선진국의 화장

품 제조기술의 격차가 매우 컸다. 따라서 국내 화

장품 회사들은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제품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럽 및 일본 등지의 해외 기

업들과 기술 제휴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태평양화

학공업은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가루를 만

들 수 있는 ‘에어스푼’이라는 기기를 최초로 도입

하여 ABC 페이스 파우더 제품을 출시하였다.

4.1.3 1970년대 다양한 제형 개발

1970년대를 관통하는 세 개의 키워드는 통기타, 청

바지, 장발이다.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1970년대에 이 3가지의 키워드는 젊은이들의 자유

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준다. 한편 ‘한강의 기적’으

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서

서히 소비에 대한 대중의 기호가 형성되었고, 여성

들의 사회 참여 또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

들의 자기표현 욕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자신

의 개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본능적인 

욕구가 분출하는 시기였으며, 자연스럽게 화장품

의 수요 또한 다양해졌다. 화장품 시장에서의 두

드러진 변화는 한마디로 타깃 세분화라고 할 수 

있다. 성별과 연령, 피부 타입에 따른 새로운 시

장이 형성되었고 타깃 고객층에 따른 사용감 차

별화를 위하여 다양한 원료를 통한 제형 변형이 

시도되었다. 또한 고급 한방 재료를 사용한 화장

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태평양화학공업은 1960년대부터 먹는 

한약재로만 사용되던 인삼을 미용성분으로 특화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여 1966년 ABC인삼

크림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지만 인삼의 효능성

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였다. 이

런 배경으로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을 추출, 국

출처 : 아모레퍼시픽

<그림 4-3> ‘진생 삼미’의 외국 잡지 광고(1976)

출처 :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림 4-2> 1960년대의 다양한 화장품들

럭키크림

(락희화학공업사)

코티분

(태평양화학공업)

ABC 인삼크림

(태평양화학공업사)

ABC 페이스파우더

(태평양화학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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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물론 미국·독일·영국에서도 국제 특허를 획

득하였고, 1973년에는 한방 화장품 브랜드 ‘진생 

삼미’를 출시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고급 한방

화장품 브랜드이다. 이를 통하여 한방 생약성분 

화장품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1970년대는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점진적인 생활 여건의 향상은 여성들의 

피부 영양 상태의 호전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 우

리나라 여성들의 피부 타입이 건성에서 중성 또

는 지성 타입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보다 산

뜻한 느낌의 제품 개발이 요구되었다. 또한 개성

이 중시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

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제품류, 메이크업류, 

헤어케어류, 바디류, 기타 특수제품 등 소비자층

의 기호에 맞춘 다원화된 제품이 출시되었다. 한

편 이 시기에는 남성 전용 화장품이 최초로 탄생

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 남성 전용 화장품은 

포마드가 유일하였으나, 시대상의 변화와 남성다

움에 대한 갈증으로 스킨로션, 밀크로션, 헤어리

퀴드, 애프터 쉐이드, 포마드, 향수 등의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었다.

4.1.4 1980년대 세대별 기호 반영

1980년대 들어서면서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율

화, 컬러 TV 방송, 프로스포츠 육성, 86아시안게

임과 88서울올림픽 등 다양한 정책과 글로벌 이

벤트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화장품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을 통한 가

처분 소득의 증가로 개성적이고 과감한 자기표현

이 두드러졌다. 색의 혁명이라 불리는 1981년 컬

러 TV 시대의 개막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더불

어 화장품 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흐

름이 지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운동복이 대중

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활동적인 의복의 패션화, 

캐주얼웨어의 보편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한 앤드로

지너스 룩(androgynous look)1)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 화장품 시장의 주요 고객은 30대 주부

였던 반면, 1980년대에는 화장품의 보편화로 젊

은 여성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즈음의 

시장에서는 세대별 기호와 성향이 뚜렷이 구분되

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에 따른 화장

품 선택의 폭도 넓어져야 했다. 이러한 시장의 요

구에 따라 20대 여성 전용 브랜드가 탄생하였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

향, 무알콜, 무색소의 민감성 제품이 개발되어 ‘피

부 자극 0%’라는 기술적 목표에 도전하기도 하였

다. 이전 시기에 계면화학, 화학공학 등을 중심으

로 한 제형기술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1980년대는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연구가 피부과학까지 본격 

확장된 시기이기도 하다.

기존의 화장품은 보습과 유연의 속성에 국한되었

으나 피부과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유효성 평

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효능을 가진 화장

품이 개발될 수 있었다. 소재 또한 생명과학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다. 피부 세포에 직접 영향

을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피부 노화 지연 및 

미백 효능 원료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

분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리포좀(liposome)2) 기술

과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술3)이 함께 성

장하면서 바이오, 초미립자(ultra � ne particles), 리

포좀 등 기술용어 중심의 화장품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TV 광고가 활성

화되고 자유로운 컬러 표현이 가능해졌다. 색채에 

컬러 TV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고 ‘색채

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하였다. 컬러 

TV 광고에 따라 입체 화장이 유행하였고, 이는 

여성 색조화장품 시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1983년 럭키(현 LG생활건강)는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면서 드봉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럭

키는 당시 색조화장품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킨 파운데이션 제품 ‘미네르바 투웨이케익’을 개

발하였다. 투웨이케익이란 마른 퍼프는 물론 퍼프

에 물을 적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촉촉하고 

밀착감이 좋은 화장 효과를 주는 파우더 타입 파

운데이션을 말한다. 투웨이케익은 새로운 색조화

장품 카테고리를 만들어냈고 국내 색조화장품 기

술 및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며, 20년 이상 색

조화장품 필수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1983년에는 화장품 시장이 개방되어 국산 

화장품은 외산 화장품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한방화장품 개발을 

통한 한국 화장품의 정체성 강화를 요구하였다.

4.1.5 1990년대 신세대에 맞춘 제품 개발

1990년대는 신세대로 대표되는 시대이다. 모든 공

산품의 개발과 광고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

다. 인터넷 시대와 더불어 도래한 이 시기는 오렌

지족, 딩크족, X세대, 신인류 등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계층이 

나타났다. 이 계층은 대체로 소비 측면에서 막강

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소비자 연구와 마케팅

의 발달에 주요한 동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1980

년대 말부터 계속된 도시의 팽창에 따른 대기오

염의 증가, 1990년대 벽두에 일어났던 페놀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일대 경

종을 울렸다.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 파동은 동
1) 자웅동종(雌雄同種)을 말하는데, 즉 양성구유(兩性具有) 패션을 뜻한다.  

 남성복을 여성이 입거나 여성복을 남성이 입기도 하여 종래의 성을 초월 

 한 현대적인 스타일을 말한다. 1958년경에 앤드로지너스 룩이 클로즈업  

 되었으며,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유행한 유니섹스와는 

 구별된다. 남녀의 특징을 교차시켜서 순수한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 

 이다.

2) 리포좀은 친수성의 머리 부분과 소수성의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진  

 생체막의 주요 성분인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꼬리와 꼬리가 만나  

 이중의 지질막을 이루어 내부에 친수성의 공간을 가지는 미세 소포 

 (일종의 공 모양)를 뜻한다. 리포좀은 생체막을 이루는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생체 적합성과 분해성, 그리고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한  

 세포막과 같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제 세포의 세포막을  

 연구하는 모델로도 사용되고 있다.

3) 인캡슐레이션 또는 캡슐화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형기술 중 하나 

 이다. 레티놀, 토코페롤(tocoperol), 비타민A, C 등과 같은 불안정한  

 물질을 안정하게 함으로써 외부 조건으로부터 생리 활성 성분들을  

 보호하며, 피부친화성을 높여 피부 흡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고기능성의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는 하나의 물질을 또 다른  

 물질로 감싸는 처리과정을 통틀어 말하며, 제조되는 입자의 크기는  

 작게는 수 나노미터(nm)부터 크게는 수 밀리미터(mm) 수준이다. 출처 : LG생활건강

<그림 4-4> 드봉 ‘미네르바 투웨이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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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 원료에 대한 불안감과 모든 분야에서 ‘에콜

로지’가 키워드로 부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 문제와 자연에 대한 

갈망은 여성 피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쌀, 채

소, 과일 등을 비롯한 식물에서 추출하는 원료의 

개발을 활성화시켰고 이를 함유한 내추럴 화장품

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과일에 많이 함유된 AHA (Alpha-

hydroxy acid)를 비롯하여 비타민, 효소, 레티놀, 

펩타이드 등 생체 유래의 고기능성 성분을 화장

품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 등장하였다. 이 유효성분들은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형 내

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연구와 피부 흡수에 대한 

연구, 농도에 따른 안전성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당시 태평양은 순수 레티

놀을 안정화시키는 연구에 집중한 결과 국내 최

초로 이중 캡슐화된 레티놀 안정화 제품을 선보

였다.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으로 출시된 이 제

품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환경에서도 공전

의 히트를 기록하였다.

한편 LG생활건강은 미백, 노화방지 및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핵심성분인 레티놀 유도체의 신

물질 메디민 A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

로 ‘이자녹스 링클디클라인’을 2000년에 선보였

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메디민 A는 비타민

A(레티놀)의 PEG 유도체로 레티놀의 효능은 그

대로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보관해도 분해되지 않

고 안정성이 우수하며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신물질이다. 피부과학 분야는 이전보다 

더욱 세분화 및 정교화되어 미백과 육모 등의 효

능 연구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이를 위하여 섬유아세포, 멜라닌 형성 세

포, 각질 형성 세포 및 모낭세포 등 타입별 피부

세포를 독자적으로 배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K-beauty의 중심이 되고 있

는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여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4.1.6 2000년대 첨단 생명과학과 IT의 만남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혁명은 우리

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초고속 인터넷

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소비자의 빠

른 트렌드에 더욱 주목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

기는 자기중심적이며, 감각지향적인 소비성향이 

두드러지기도 하였다.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보보스족4), 예티족5), 로하스족6), 통크족7) 등 새

로운 소비 유형을 속속 만들어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신종플루, 사스 등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가족과 자연 등 본질

적인 욕구를 추구하려는 웰빙 소비 성향이 커졌

다. 아울러 유통 채널은 온라인과 홈쇼핑으로 확

대 및 전환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IT와 BT, NT 등 각종 기술 발전은 화장품 분야

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을 통하여 미용

과 화장품에 대한 지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제품 전 성분까지 분석하는 전문가 수준의 

똑똑한 소비자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바이오테크

놀로지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른 줄기세포, 유전

자, 재생의학 등 최첨단 생명공학의 개념과 메커

니즘이 화장품에 적용되고 공격적으로 소통되기

도 하였다.

LG생활건강은 차병원 그룹 계열사인 차바이오텍

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의료용 줄기세포 기술

을 화장품에 접목해서 ‘오휘 더퍼스트 제품’을 개

발함으로써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들의 화장품 접

목시대를 열었다. 더 나아가 필러(� ller)나 홈 필링

(peeling) 키트 등 피부과 시술의 원리를 차용한 

제품과 함께 초음파, 마사지 등 미용 도구와 결합

한 상품들이 출시되었다. 화장품의 영역이 비단 

제형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대되는 모습으로 이

어졌다.

2000년대는 샤넬, 디올, 랑콤, 에스티로더 등 유

명한 외산 브랜드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시장

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초저가 

로드숍 브랜드가 탄생하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

에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대표 한방화장품 브랜드인 설

화수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였는데, 성장을 견인한 대표상품 중 

하나는 인삼을 활용한 자음생크림이다. 20세기

까지만 하더라도 인삼 사포닌이 피부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단일 인삼사포닌을 고농도로 확보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아모레퍼시픽은 효소를 활용한 

생전환(bio-transformation) 기술을 개발하여 인

삼 사포닌에서 컴파운드(Compound) K라는 사포

닌을 고농도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마

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기술을 통해서 피부노

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사조절인자를 파악

하고, 이를 통해서 막연하게 알게 되었던 인삼사

포닌의 피부노화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인삼화장

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K-beauty 대표 

스킨케어 화장품으로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BB 크림 외에 글로벌 시장에 한

국발 뷰티의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제품이 개

발·출시되었다. 바로 ‘쿠션’이다. 쿠션은 선크림

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 기초 메이크

업 제품을 우레탄 폼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

트형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이다. 편의성과 

혁신성 면에서 획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제

품은 각종 국내외 특허 177건을 출원, 26건을 등

록하였으며, 쿠션이라는 새로운 제품영역을 창출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선진 글로벌 

기업들도 앞 다투어 이 제품의 카피 제품을 출시

하고 있다.

한편 최첨단을 지향하는 트렌드와 함께 한국의 

전통기술과 지혜를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소

비자의 감성에 보다 한발 다가가는 화장품의 발

전도 이루어졌다.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

브 후’는 궁중 기록에서 발굴된 궁중처방과 한방

처방이론인 군신좌사(君臣佐使), 약대론(藥對論), 

포제법(製法)을 현대 피부과학 기술로 규명한 제

4) 부르주아 같은 삶으로 보이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내적인 질을 중시하는  

 집단을 말한다.

5) 예티란 ‘젊고(Young)’, ‘기업가적(En-Trepreneurial)’이며, ‘기술에 바탕을 둔 

 (Tech based)’, ‘인터넷 엘리트(Internet Elite)’의 머리글자를 딴 ‘YETTIE’ 
 에서 나온 말이다. 옷이나 넥타이 등 외모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팔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만 신경을 쓴다.

6)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이다.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7) ‘Two Only No Kids'의 약칭으로, 자신들만의 오붓한 삶을 즐기려는 노인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손자·손녀를 돌보느라 시간을 빼앗기던 전통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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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은 

2017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인공

피부 모델의 개발이 시급해졌고, 2000년대 초부터 

국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인공피부 개

발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 등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장품 연구 분야의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과

거 자연과학과 공학만이 전부였던 화장품학에 인

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인 인지과학, 뇌과학, 심리

학 등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학의 영

역은 효능에 대한 인지, 타인과 자신의 인지, 나

이 평가, 매력도 평가 등 미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와 인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아름다운 얼

굴과 동안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서양에서 탄생한 화장품이 변

방에서 이러한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

름다움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깐깐함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K-beauty 열풍은 

전문가 수준의 화장품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국 여성들이 깐깐하게 선택한 화장품과 그 결과

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제

품의 사용감, 향, 효능, 안전성, 용기 디자인 그리

고 가성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깐깐하고 

스마트한 한국 소비자들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

로 K-beauty 업계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

을 되풀이 할 것이다.

4.2 비누 샴푸 산업

비누는 인류역사와 같다고 할 정도로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다. 비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

록은 기원전 2500년경 기록된 티그리스강과 유

프라테스강 유역의 수메르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

된 점토판으로 추정된다. 이 점토판에는 비누의 

출처 : 아모레퍼시픽

<그림 4-6> 설화수 자음생크림, 아모레퍼시픽 4세대 쿠션, 아이오페 쿠션품이다. 2003년에 처음 출시한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2018년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그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숨37’은 식물과 발효미생

물 조합의 자연·발효기술을 개발하여 발효화장

품 시장을 선도하였으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

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1.7 2010년대 고객의 생각을 연구하다

2010년대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SNS를 통하

여 화장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실시간으로 세

계에 공유되는 시대로, 소위 가성비를 내세우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급부상하였다. 또한 시니어 인

구와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

대에 즈음하여 잦은 해외여행에 의한 시차 적응 

문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진동 등 다양한 감각 오염

에 의한 불면증은 수면경제(Sleeponomics)라는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해 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장

품 영역에서도 ‘슬리핑 마스크’와 ‘시트 마스크’ 카

테고리가 급성장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

편화된 스킨케어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배기가스와 매연으로 대변되던 공해는 ‘미

세먼지’라는 새로운 유해인자로 진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피부 영향에 대한 피부과학적인 

연구와 함께 안티폴루션 속성을 갖춘 제형을 개

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아울러 최근 공산품 

성분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각종 인공 화

장 성분을 거부하는 노케미족이 등장하였다. 이

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불안감 유발 성

분을 배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으로만 기존

과 동일한 효능 및 사용감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

으로 처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1월 EU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원료

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

다. 2016년 11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동물 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100

출처 : LG생활건강

<그림 4-5> 숨 로시크숨마 엘릭서 크림, 후 환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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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과 용도에 대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비누

(Soap)의 어원은 고대 로마시대의 사포산(Mount 

Sapo)으로 알려져 있다. 사포산은 양 등의 동물로 

번제를 드리던 곳이었다. 번제 후 불에 타다 남은 

양기름과 나뭇재가 뒤섞여 비누가 생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Soap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비누는 7세기 무렵부터 지금의 중동지방에서 지

중해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서 제대로 형태

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8세기경에는 이탈리아와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비누 제조업이 크게 번성하

였고, 12세기경에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지방에서 

비누 제조기술이 발달하여 현재까지 ‘마르세유 

비누’라는 이름을 남기고 있다. 비누 제조기술은 

18세기부터 크게 발전하였다.

1787년 르블랑(Nicholas Leblanc)은 소금으로부터 

소다(Sodium Carbonate)를 얻을 수 있는 암모니

아 소다법을 개발하여 비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 1823년 미셀 외

젠 슈르뢰이(Michel Eugene Chevreul)가 유지의 화

학적 특성이 글리세라이드라는 것을 발견하여 지

방산과 비누화학의 기초를 세웠다. 20세기에 이르

러서는 유지 경화법의 공업화와 비누 제조공정의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유지의 연속 고압분해, 연

속 비누화 및 염석, 지방산의 연속 중화, 연속 건

조 등의 자동화 기술이 개발되면서 오늘날의 비

누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샴푸(Shampoo)라는 단어는 세정한다는 의미의 힌

두어 Campo에서 유래하였다. 1940년대에 지방산

을 이용한 알킬설페이트 계면활성제의 합성에 성

공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액체 샴푸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최초의 

샴푸는 1944년 등장한 P&G의 ‘Drene’이다. 샴푸

는 1960년대 합성 계면활성제의 진보와 함께 본

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샴푸의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면서 비누 대신 샴푸가 모발 세정제로서 자

리매김하였다. 이후 샴푸 횟수가 늘어나며 요구 

품질도 다양해져 여러 종류의 기능성 샴푸가 등

장하였다. 1970년대는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

호하는 컨디셔닝 샴푸가, 1980년대에는 샴푸·린

스 혼합형인 2 in 1 샴푸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컨디셔닝 샴푸는 더욱 기능화·고급화·세분화되

어 비듬방지 샴푸·데미지 케어 샴푸(Damage care 

shampoo) 등의 프리미엄 샴푸와 탈모방지 샴푸 등

과 같이 특화된 제품의 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샴

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2.1 비누, 샴푸의 국내 생산 시작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비누를 사용한 것으

로 추정된다. 삼한시대의 유물 등에서 여인들이 

머리장식에 공을 들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문화가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오에는 창포잎을 달

인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녹두, 쑥, 쌀겨 등을 달인 물로 머리를 감았던 것

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궁중이나 양반집 규수

들은 ‘비루’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비루는 더

러움을 날려 보낸다는 뜻으로, 이것이 오늘날 비

누의 어원으로 생각된다.

가. 비누

근대적 비누는 1878년 프랑스의 선교사 펠릭스 

클레르 리델(Felix Clair Ridel)에 의하여 우리나라

에 최초로 소개되었고, 그 뒤 주로 가내 수공업 

형태로 만들어졌다. 산업화된 형태의 우리나라 

최초 비누는 1947년 출시된 ‘무궁화 세탁비누’였

다. 세탁비누는 피부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칠었

기 때문에 목욕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미용비

누가 필요하였다. ‘미향비누’는 1956년 애경유지공

업(현 애경산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미용

비누로 세정 후 부드러움과 화장품 같은 향기를 

앞세워 세탁비누와 차별화되었다.

1960년에는 락희(樂喜)유지공업(현 LG생활건강)

이 새롭게 비누·글리세린 등의 유지 사업에 뛰어

들어 현대화된 최신 설비를 구축하였고, 무지개

비누, 크로바비누, 비너스비누 등의 미용비누를 

차례로 개발하였다. 1964년 락희유지공업의 크로

바비누가 KS 마크를 획득하는 등 비누 산업의 혁

신이 이루어져, 한국 비누 산업이 발전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1960년 우리나라의 비누 

생산량은 약 2만 9,500톤이었다. 1966년에는 약 3

만 3,800톤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

가세를 유지하다가 1987년 약 24만 1,000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시작되었

다. 이는 합성 계면활성제의 발전과 세탁기 보급

률 증가 등으로 합성세제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

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탁비누의 수요가 감소된 

데 기인한 것이다. 대표적인 비누 제조업체로서는 

애경유지공업, 락희유지공업, 평화유지공업, 동산

유지공업, 천광화학공업사, 무궁화유지공업사, 삼

흥유지공업, 삼신비누공업사 등이 있었다.

나. 샴푸

샴푸는 주한미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들

어왔는데 비누와 달리 사용 후 모발이 거칠어지

지 않고 부드러워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67년 락희유지공업(현 LG생활건강)에

서 ‘럭키 크림샴푸’를 출시하였는데, 이것이 국내

에서 최초로 개발된 크림 타입 샴푸였다. 애경유

지공업에서도 1973년 ‘오리브샴푸’와 ‘로맨스샴푸’

를 시작으로 ‘보들샴푸’, ‘마돈나샴푸’ 등 여러 종

류의 샴푸를 출시하였다. 태평양화학공업(현 아모

출처 : (좌) 무궁화, (중) 애경 50년사, (우) LG생활건강

<그림 4-7> 초기 비누 제품들

무궁화세탁비누 미향비누 무지개·크로바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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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시픽)은 1974년 식물유래 세정 성분을 사용

한 타미나 샴푸를 개발하였고, 이후 모발의 단백

질 성분을 보충해주는 아모레 푸로틴 샴푸를 출

시하였다. 럭키는 1976년 ‘유니나샴푸’를 출시하여 

샴푸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1979년 컨디셔닝 샴

푸로 ‘나너콘디쇼닝샴푸’를 개발하여 샴푸 시장의 

흐름을 바꾸었다. 1970년 중·후반에는 많은 종류

의 샴푸가 출시되면서 샴푸 산업의 발전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

4.2.2 국산화와 자동화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청결 의식도 높아지면서 비

누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합성 세탁세

제의 약진으로 인하여 비누 시장은 조금씩 위축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누 산

업은 세탁비누 대신 미용비누에 중점을 두어 고

급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미용

비누가 국내 기술로 개발·출시되었다.

1980년대 합성 계면활성제 제조기술이 국산화되

면서 샴푸 산업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럭

키는 1980년 ‘나너모이스춰라이징샴푸’, 1982년 ‘드

봉샴푸’, 1986년 산성과 염기성 양쪽 성질 모두

를 공유하는 양쪽성 세정 시스템을 사용한 ‘차밍

샴푸’를 연이어 출시하여 샴푸 시장을 이끌었다. 

1990년에는 린스겸용 샴푸로 럭키의 ‘랑데뷰 린스

겸용샴푸’와 애경산업의 ‘하나로샴푸’가 출시되었

다. 이로 인하여 2 in 1 샴푸가 시장의 큰 흐름으

로 정착되었고, 나아가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컨디셔닝 샴푸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가. 미용비누

미용비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제품이 

출시되었다. 1974년에는 애경유지공업이 사용 후

에 피부자극이 적은 ‘유아비누’를, 럭키가 1977년 

‘데이트 비누’, 1978년 ‘하이크림디비누’를 각각 출

시하여 미용비누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고급

화에 따라 미용비누의 생산량은 1979년에 약 2만 

2,000여 톤에 이르렀는데, 이는 1970년에 비하면 

약 268% 성장한 것이다. 이후 비누 제조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1981년 럭키의 ‘드봉비누’, 1984년 

‘드봉바이오젠비누’와 애경유지공업의 ‘럭스비누’가 

1982년 출시되었고, 고품질 비누의 대중화가 이루

어졌다. 1980년대 후반 미용비누 생산량은 약 3만 

5,000톤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비누 품질의 고

급화도 병행되었다. 검화(비누화)8)된 비누(Soap)에 

지방성 물질을 더 혼합해서 검화되지 않은 알칼

리제의 함량을 낮춤으로써 알칼리제에 의한 피부

자극을 줄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더욱 우수한 피

부 보호 효과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의 특성에 맞

는 과지방 미용비누가 탄생되었다.

1986년에 애경산업이 출시한 ‘비놀리아비누’, 1988

년에 럭키가 출시한 ‘살구마사지비누’와 튜브에 담

겨 있는 크림 타입의 세안용 페이셜 폼인 ‘살구폼

크린싱’ 등이 고품질 미용세안제 시장을 이끌었

다. 1990년대에는 순식물성 비누, 피부 보호 효과

가 우수한 비누, 부드럽고 풍부한 기포력의 비누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비누 산업을 이끌었다. 

럭키가 1990년 ‘알로에비누’를 시작으로 1991년의 

‘우유비누’, 1992년 ‘순백비누’, 1993년 ‘죽염비누’를 

출시하였고, 애경유지공업은 1991년 ‘난이랑비누’

를 선보임으로써 1990년대 초반 비누 시장을 주도

하였다. 비누에는 우지(Beef tallow), 어유(Fish oil)

와 같은 동물성 유지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1990

년대 후반에 팜유, 야자유, 팜핵유, 미강유 등 식

물성 유지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된 후 본격적인 미용비누의 시대가 열렸다.

LG생활건강은 2002년 모노글리세롤 설포네이트

라는 신소재를 이용한 보습력이 우수한 ‘세이워터

캡처 복합비누’를 개발하여 한국신기술(KT) 인증

을 받았다. 2012년에는 비누를 사용할 때 끝까지 

풍부한 거품이 유지되는 ‘온더바디 휘핑비누’를 개

발하며 고급세안 비누로서의 품질 차별화를 이루

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출처 : 애경 50년사

<그림 4-9> 럭스비누

8) 유지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지에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알칼리제를 가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분리 

 되면서 지방산은 비누(Soap)가 된다. 이와 같은 화학반응을 검화 

 (비누화)라고 한다. 출처 : LG생활건강

<그림 4-10> 세이비누와 모노글리세롤 설포네이트

출처 :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그림 4-8> 초기 샴푸 제품들

럭키 크림샴푸 럭키 유니나샴푸아모레 푸로틴 샴푸애경산업 오리브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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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명 비누와 약산성 비누

비누의 성분 중 지방산의 염으로서 나트륨 대신 

칼륨, 트리에탄올 아민을 사용하면 반투명 또는 

투명한 형태의 비누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불투

명한 비누와 비교하였을 때 외관이 투명한 비누

는 소비자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보

령메디앙스의 ‘로얄비누’, 애경산업의 ‘리앙뜨비누’ 

등이 있다.

비누 성분을 10% 이하로 줄이고 합성 계면활성

제를 세정 성분으로 첨가한 비누를 약산성 비누

(Syndet Bar)라고 한다. 약산성 비누는 사용할 때 

거품의 느낌이 매우 부드럽고 여러 가지 보습 성

분을 다량으로 함유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지는 못하였다. 

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제조하기 어렵다는 결정적

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샴푸가 모발용 세정제로서 정착하기 시작함과 동

시에 액체형 바디워시, 페이셜 폼 등 비누 이외의 

인체 세정제가 새로운 목욕제로 등장함에 따라 

미용비누 산업의 규모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

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

의 천연비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천연오

일을 직접 검화(비누화)하여 만드는 전통적인 비

누 제조방법을 적용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제주 오가니스트내추럴오일비누’

와 ‘윤고페이셜솝’ 등이 이러한 제품들이다.

다. 컨디셔닝 샴푸, 2 in 1 샴푸

초기의 샴푸는 모발과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용 후 모발의 거친 느

낌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머리를 감는 횟수도 증가하면서 강한 

세정 효과보다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컨디셔닝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

다. 샴푸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는 음이온성 계

면활성제는 세정 효과가 우수한 반면 모발을 거

칠고 뻣뻣하게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고분자 성분의 혼

합 미셀(Micelle)9) 연구가 진행되었다.

샴푸할 때 물을 사용하면서 샴푸가 희석되기 시

작하면 양이온성 고분자와 계면활성제가 서로 엉

겨 물에 녹지 않는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이렇

게 형성된 복합체가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코아서베이션

(Coacervation)이라는 현상인데, 이를 응용하여 샴

푸의 세정 효과를 유지하면서 세정 후 특유의 거

친 느낌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실리콘 성분

을 샴푸에 사용하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샴푸 후 모발이 뻣뻣해지는 단점을 개선할 수 있

다. 하지만 실리콘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샴

푸 제형 내에서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우리

나라 샴푸 제조사들은 실리콘 안정화 기술연구

에 집중하여 각자의 특징적인 샴푸 포뮬레이션

(formulation) 기술을 개발하였다.

1980년대 후반 실리콘 안정화 기술과 코아서베이

션에 의한 컨디셔닝 성분 흡착 향상 기술을 이용

하여 컨디셔닝 샴푸들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태평양화학공업의 ‘아모레 투웨이 샴푸’, 

1990년 럭키의 ‘랑데뷰 린스겸용 샴푸’, 애경산업

의 ‘하나로 샴푸’가 출시되었다. 세 제품은 당시 

매우 획기적인 제품이었고, 샴푸와 린스의 두 가

지 기능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의미의 2 in 1 샴푸

라는 카테고리를 개척하였다. 이후 1991년 태평양

화학공업의 ‘리도 투웨이샴푸’, 1993년 LG생활건

강의 ‘더블리치 트리트먼트샴푸’, 애경산업의 ‘리앙

뜨샴푸’ 등 많은 샴푸가 연달아 출시되면서 컨디

셔닝 샴푸라는 카테고리가 확립되었고, 컨디셔닝 

샴푸는 샴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였다.

4.2.3 기능성 제품 개발

샴푸를 사용하는 비율이 98%를 넘어, 국내 샴푸 

시장이 성숙기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제조사들은 

샴푸의 고급화와 세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

하였다. 모발용 일반 샴푸와 두피용 항비듬샴푸

로 구분되었던 샴푸 시장은 2000년을 전후하여 

더욱 세분화되었고 이를 견인한 것은 프리미엄 샴

푸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모발 염색이 크게 유

행하였는데 염색 때문에 손상되고 거칠어진 머릿

결을 다시 원래처럼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많았다. 프리미엄 샴푸는 이런 소비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샴푸 

제조기술과 함께 샴푸 산업의 규모도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두피 케어 샴푸가 더욱 기능화·세

분화되면서 탈모방지 샴푸로 발전해 나갔다.

가. 두피비듬 방지 샴푸

비듬(Dandruff)은 두피에서 쌀겨 모양으로 표피 

탈락이 발생하여 각질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

상을 말한다. 비듬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피지 과다분비, 호르몬 불균형, 두피세포의 과다

증식 등이 비듬의 발생에 관여하고, 피부의 정상

세균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Malassezia)라는 곰팡

이의 과다증식도 비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 비듬의 원인이 되는 균류를 사멸시키

거나 줄여주는 성분을 비듬방지제라 하고 여러 

종류의 비듬방지 성분이 개발되었다. 비듬방지 

샴푸는 1960년 P&G가 출시한 ‘헤드앤숄더샴푸’가 

최초이다. 이 제품은 판상 형태의 징크피리치온

(Zinc Pyrithione)을 비듬방지 성분으로 사용한다. 

징크피리치온 성분은 국내 법규에서 사용한도 제

9) 콜로이드분산 상태의 하나로, 용액에서 용질이 어느 농도에 도달하여  

 만들어낸 회합체로 고분자물질과 같은 비결정성 물질을 구성하는 미소 

 결정입자를 의미한다.출처 : 애경 50년사,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림 4-11> 다양한 2 in 1 샴푸 제품들

하나로샴푸 더블리치트리트먼트샴푸 투웨이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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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료에 해당하는데, 씻어내는 제품에 한하여 

1%까지만 허용된다. 그 외 비듬방지 성분으로서 

셀레늄설파이드, 피록톤올아민, 케토코나졸, 클

림바졸 등이 있다. 국내에는 럭키가 1991년 ‘조이

너샴푸’, 1992년 ‘랑데뷰 비듬방지샴푸’를, 태평양

화학공업이 1992년 비듬 전문 2 in 1 샴푸인 ‘리도 

투웨이 댄트롤 샴푸’와 1997년 ‘댄트롤 닥터 샴푸’

를, 애경산업이 1993년 ‘센서블샴푸’와 2002년 ‘케

라시스 두피케어샴푸’를, LG생활건강이 1997년 

‘노비드샴푸’와 2004년 ‘큐레어샴푸’등을 잇달아 

출시하였다.

나. 대미지 케어 샴푸(프리미엄 샴푸)

프리미엄 샴푸는 염색, 펌, 드라이 열 등으로 손

상된 모발을 원래처럼 되돌려주는 대미지 케어 

효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에는 염색과 펌 열풍이 불어 많은 여

성들이 염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발맞추

어 저마다의 손상 모발 케어 성분을 앞세운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실제 효능 또한 

입증되어 샴푸 시장은 프리미엄 샴푸로 급격히 이

동하였다. 2001년 LG생활건강은 ‘엘라스틴샴푸’를 

출시하였는데, 모발의 결합 조직에 존재하는 엘

라스틴 단백질을 활용하여 손상 모발 케어 효과

를 추구하였다.

애경산업은 2002년 ‘케라시스샴푸’를 출시하여 프

리미엄 샴푸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케라시

스는 헤어클리닉 시스템이라는 손상 모발 관리를 

제안하였고, 염색, 펌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모발

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앰플을 처음 출시함

으로써 손상 모발 스페셜 케어 제품의 기술개발

을 주도하였다. 아모레퍼시픽은 2002년 아미노산

과 비타민 나노 성분으로 손상 모발을 관리하는 

‘헤어팩 나노테라피 샴푸’를 출시하고 2004년 아미

노산계 계면활성제와 단백질 성분으로 모발 손상

을 관리하는 ‘미쟝센 펄샤이닝 샴푸’를 출시하면

서 프리미엄 샴푸 시장의 경쟁에 가세하였다.

이와 같은 프리미엄 샴푸 시장의 성장은 컨디셔닝 

소재의 개발과 포뮬레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에 의한 것이다. 즉, 국내의 샴푸 제조업체인 애경

산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이 한국인의 

모발에 최적화된 처방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P&G, 유니레버(Unilever)와 같은 글

로벌 기업의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력을 갖

추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애경산업은 

2007년 모발 내부로의 침투 촉진 기술을 적용한 

‘케라시스 오리엔탈 프리미엄 샴푸’를, LG생활건

강은 2007년 데미지 케어 성분의 모발 표면 흡착

을 강화시킨 ‘엘라스틴 실크리페어7 샴푸’를 각각 

출시하였다. 이어 애경산업은 2009년 모발의 끊어

짐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케라시스 극손상 영양

집중 샴푸’를, 아모레퍼시픽은 2009년 손상 모발 

부위에 즉각적으로 흡착하는 듀얼 컨디셔닝 기술

을 적용하여 ‘미쟝센 에센셜 데미지 케어 샴푸’를, 

그리고 2014년에 손상 모발에 미분하게 흡착하는 

나노 실리콘 기술을 적용한 ‘미쟝센 퍼펙트 리페

어 샴푸’를 각각 출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LG

생활건강이 바이오글루(Bio-glue) 기술로 효능 성

분을 모발에 강하게 결합시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엘라스틴 바이오테라피샴푸’ 등 샴푸

의 데미지 케어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을 출시하

였다.

다. 탈모방지 샴푸

탈모방지 샴푸는 2017년 5월 기능성 화장품으

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의약외품이었다. 의약외품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효과를 허가하는 주

성분 조합을 포함하여야 하였고, 이에 따라 탈모

방지 샴푸에는 약 28종의 주성분 조합이 적용되

었다. 탈모방지 효능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니

코틴산아미드, 판테놀, 비오틴 등 비타민 유도체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 피부 치료제 

등으로 쓰이는 살리실산, 비듬방지제에 들어가는 

징크피리치온도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주성분 조합은 모낭에 영양공급, 혈액순환 개선 

등을 통하여 모낭세포를 자극하여 모발의 성장

을 유발함으로써 탈모방지 효능을 나타낼 수 있

다. 2006년 LG생활건강의 ‘모앤모아 의약외품 탈

모방지 샴푸’를 시작으로 2009년 아모레퍼시픽의 

‘려 의약외품 자양윤모 탈모방지 샴푸’가 출시되었

고, 이후 LG 생활건강의 리엔, 엘라스틴, 아모레

퍼시픽의 아모스 등의 의약외품 샴푸와 애경산업

의 ‘에스따르 스칼프 에너지 샴푸액’ 등의 의약외

품 탈모방지 샴푸가 탈모방지 샴푸 시장에 출시되

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탈모방지 유효성분을 발

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식물추출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이 크

게 발전한 2000년 초반부터는 주요 제조사들이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약재

의 유효성분 추출 연구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당

약, 백자인, 인삼, 고추, 황금연조, 감초, 고삼, 홍

삼 등 천연물까지 주성분 조합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서 탈모방지 샴푸는 기능성 샴푸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약재 

성분은 탈모방지 샴푸뿐만 아니라 일반 샴푸에까

지 사용되면서 한방샴푸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었고 기능성 샴푸의 국내 기술화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모발과 두피 증상에 따

라 맞춤 처방을 제안하는 탈모관리 샴푸도 등장

하였다. LG생활건강의 ‘닥터그루트’는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와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유래 출처 :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림 4-12> 대미지 케어 샴푸 제품들

엘라스틴샴푸케라시스샴푸 미쟝센 펄샤이닝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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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성분과 영양성분을 사용하여 모발이 자라

나는 토대인 두피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였다. 

애경산업에서도 마일드 포뮬러 기술과 함께 합성

향료, 파라벤 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은 ‘더마앤모

어’ 탈모방지 샴푸를 출시하여 시장을 더욱 성장

시켰다.

4.2.4 한국의 미를 담아낸 기술개발

2017년에 우리나라의 샴푸 제조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샴푸 시장은 

P&G, 유니레버, 카오(Kao) 등 글로벌 제조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애경산업, 아모

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같은 우리나라의 제조사

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음이 이를 대변한다. 이

는 한국의 제조사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위

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입혔기 때문이라 볼 수 있

다. 샴푸와 린스의 국내 총 생산 금액은 2015년 

기준 약 9,950억 원 수준인데 2011년부터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모발, 더 나아가서 동양인의 모발

과 아름다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

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수출량을 매년 

늘려가고 있다. 샴푸의 중국 수출량은 2005년 약 

15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 1,000만 달러

를 돌파하였고, 이후에도 성장을 거듭하여 2014

년에는 중국 수출 3,0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특

히 LG생활건강의 ‘리엔 윤고’는 클렌징 트리트먼

트 하나만으로 모발 영양은 물론 두피세정, 모근

강화까지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개념의 샴푸로 

중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

모레퍼시픽의 ‘려 자양윤모 샴푸’는 탈모증상 완

화 효과와 두피 케어 효과로 중국과 아시아인들

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손상 모발 케어 기술이 

적용된 애경산업의 ‘KCS 샴푸’도 좋은 반응을 얻

으면서, 중국시장에서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에 대한 샴푸 수출도 매

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과 같은 폭발적인 성

장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8년 2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연간 7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확산되면서 화장품의 수출 

확대로 이어졌고, 샴푸 역시 화장품류와 함께 수

출 실적이 급성장하였다. 한류 열풍이 세계로 확

대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의 수출량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한방샴푸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샴푸

에 담아낸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동의

보감, 본초강목 등의 의서에서 내려오는 약초 성

분을 샴푸에 첨가하여 컨디셔닝 효과를 구현하였

다. 또한 샴푸의 향과 외관을 한약처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한방샴푸로서의 심미적인 효과

도 노렸다. 최근에는 약재와 식물에 대한 유효성

분 추출과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더욱 정교해

져, 이를 바탕으로 탈모방지 효과, 비듬방지 효과 

등을 가진 유효성분을 발굴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향기 성분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퍼퓸샴푸 출시가 가능해졌다. 퍼퓸샴

푸는 샴푸하는 중이나 샴푸를 끝낸 이후에도 고

급스러운 향기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어 샴푸의 

세정제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

거에는 윤기 나고 부드럽고 차분한 헤어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살아나는 샴푸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두피

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우려되는 성분이 없는 

샴푸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여 2013년에는 ‘무실리

콘샴푸’와 ‘내추럴샴푸’ 시장이 형성되었다.

미래의 샴푸는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중시될 전망

이다. 유해성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되

겠지만, 샴푸 제조사들이 먼저 유해한 성분을 제

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것으

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평가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샴푸에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기술이 접목

된 고부가가치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기술은 우리나라 샴푸 산업을 발전시키

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가. 한방샴푸

한방샴푸의 시작은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샴푸’

다. 한약재를 직접 달여 얻은 추출액을 샴푸 전

체의 20% 이상 사용한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다. 

이처럼 한방샴푸는 한약재 추출액 함유를 바탕

으로 한약과 같은 외관과 향을 구현하여 샴푸 시

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고 성장하였다. 샴

푸에서 한방 분야의 성장은 한국 시장에서만 보

이는 현상 중 하나이다. 한방 약재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

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두피의 모낭세포 활성 

촉진, 모근의 혈행 촉진, 피지 분비의 억제, 남성 

호르몬 전환의 억제, 발모주기 중 성장기 유지 등 

탈모방지 효능을 가지는 유효성분 발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뒤 한방샴푸는 탈모샴푸 산업을 더

욱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특히 두피와 모

근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능을 가진 추출액이 많

이 발굴되어 비듬과 탈모방지에 대한 특허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LG생활

건강의 고삼틴크, 고추틴크, 세신틴크가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백자인 추출물, 감초엑스, 황금

연조엑스와 함께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출처 : 두리화장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그림 4-13> 한방샴푸 제품들

댕기머리 샴푸 려 자양윤모 샴푸 현 샴푸리엔 윤고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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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기술(NET)인증을 

받는 등 국내 인삼의 우수한 효능을 발굴하여 적

용하고 있다. 2005년 LG생활건강은 ‘리엔샴푸’를, 

2008년 아모레퍼시픽은 ‘려샴푸’를, 2013년 애경산

업은 ‘현샴푸’를 잇달아 출시하였다.

나. 퍼퓸샴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형성되어 있는 퍼퓸샴

푸 시장은 2012년 애경산업의 케라시스 ‘러블리앤

로맨틱 퍼퓸샴푸’와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 퍼

퓸샴푸’가 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퍼퓸샴푸는 향

기에 초점을 맞추어 출시한 것으로 샴푸를 더욱 

고급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샴푸 후 향을 오

랫동안 지속시키려면 향의 함량을 늘리거나 발향 

지속 성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정력이 

떨어지고 기포의 양이 적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애경산업은 글리세롤 유도체와 같은 미

세 부유입자를 활용하여 향 성분을 샴푸에서 안

정화시켜 향이 더 잘 느껴지도록 하였다. 또한 폴

리머와 지방알코올을 활용하여 향 성분을 모발

에 오래 붙어 있도록 하는 퍼퓸 포뮬러를 개발하

여 샴푸 후 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구현

하였다. LG생활건강은 향기연구소 ‘센베리 퍼퓸

하우스’의 기술이 집약된 ‘유화 향료 기술’을 적용

하여 샴푸 사용 후 모발이 건조된 뒤에도 오랫동

안 고급스러운 향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다. 무실리콘 내추럴 샴푸의 대중화

자연주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성분으로 자연스

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무실리콘의 

내추럴 샴푸가 시장에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국내 최초로 무실리콘 내추럴 샴푸 전문 브랜드

인 ‘오가니스트샴푸’를 2013년에 출시하여 내추럴 

샴푸 시장의 성장과 정착에 기여하였다. ‘오가니

스트샴푸’는 실리콘 대신에 천연 오일과 모발 내 

지질구성 유사 성분이 큐티클을 코팅하여 모발을 

건강하게 가꿔준다. 이어서 애경산업은 무실리

콘과 함께 식물유래 세정 성분을 적용한 ‘케라시

스 네이처링 샴푸’를 출시하여 내추럴 샴푸 시장

을 더욱 성장시켰고, 아모레퍼시픽은 ‘프레시팝 샴

푸’를 출시하여 자연유래 오일과 추출물로 두피와 

모발 건강을 케어하는 건강 샴푸로 내추럴 샴푸

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P&G도 ‘팬틴 프로

브이 아쿠아퓨어샴푸’를 출시하여 무실리콘 국내 

샴푸 시장에 합세하였다.

4.3 안료 산업

4.3.1 한국 안료 산업의 변천

안료(Pigment)는 물을 포함한 각종 유기용매에 용

해되지 않는, 물리적·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일반적인 유색 안료뿐만 아니라 도료 내 

충진제 개념으로 사용되는 체질 안료까지 포함하

며, 물이나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염료와는 구별

되는 개념이다. 인류가 안료를 사용한 기록은 프

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지대인 라스코, 알타미라 등

의 동굴에 그린 고대인의 그림에서 그 흔적을 찾

을 수 있다. 이들이 그림에 사용한 안료는 유색의 

흙이나 암석을 분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암석에 포함된 금속 산화물이

나 황화물을 분쇄하여 사용하였으며, 고대 로마

인들은 구리로부터 녹청(綠靑)을 얻어 안료로 사

용하였다. 8세기에는 금청(金靑, 천연 염기성 탄

산동)이나, 연단(鉛丹) 등이 사용되었고, 그 후 

13~14세기 무렵 연(鉛), 주석계(朱錫系)의 황색 

안료와 연금술의 부산물로 군청 안료 등이 발견

되었다. ‘안료(顔料)’라는 어휘는 중국의 원나라에

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19세기까지 감청(紺靑, 1704), 산화아연(1781), 황

연(黃鉛, 1809) 등의 발견이 있었다.

현대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색 안료는 1856년 

영국의 퍼킨(W. Perkin)이 합성염료를 발견한 이

후에 개발된 합성안료로 오늘날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다. 안료는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색을 

출처 : (좌) LG생활건강, (우) 애경산업

<그림 4-15> 무실리콘 내추럴 샴푸 제품들

오가니스트샴푸 프레시팝 샴푸케라시스 네이처링 리프레싱샴푸

출처 : 욱성화학 제품 소개 자료

<그림 4-16> 안료의 형태

출처 : (좌) 애경산업, (우) LG생활건강

<그림 4-14> 퍼퓸샴푸 제품들

케라시스 퍼퓸샴푸 엘라스틴 퍼퓸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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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는 화학제품으로 주로 잉크, 페인트, 플라

스틱 사출, 화장품 및 텍스타일 등의 용도로 사

용된다. <그림 4-17>은 한국 안료 시장에서 사용

되는 안료 용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프린트 

잉크용으로 67%, 페인트 코팅용으로 16%, 플라스

틱 사출용으로 10%, 기타 화장품용과 텍스타일

용 등으로 7% 정도 사용되고 있다 

안료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지난 

1970~1980년대에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

한 산업이었다. 또한 섬유 산업과 도료·잉크 산업

의 근간을 이루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도료 및 잉

크 산업으로 대표되는 컬러 산업의 후방 산업인 

안료 산업은 1990년대에 들어 기능성 안료 산업

으로 적시에 전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

적 안료는 현재 중국·인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저

가 안료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기

능성 안료 산업도 크게 부흥시키지 못하여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다. 국내 도료 산업은 해방 이후

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안료 산업은 1960

년대 중반 이후에 안료 제조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안료 산업의 변천과정을 

크게 도입기, 성장기, 정체기, 그리고 전환기로 구

분하면 <표 4-3>과 같다.

가. 도입기(1960~1970)

우리나라 안료 업체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

년대 중반에 걸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유기 및 무기안료 생산업체인 대한색소공업(현 

BASF)이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1969

년도에는 유기안료와 무기안료를 생산하는 욱성

화학공업사(현 욱성화학)가 부산에서 설립되었

다. 욱성화학은 1985년도에 형광안료를 국내 최

초로 개발·상업화하였다. 현재까지도 형광안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욱성화학에서만 생산되고 있

다. 1970년에 유기안료를 생산하는 우성화학공업

(현 클라리언트코리아)이, 그리고 같은 해 무기안

료와 유기안료를 생산하는 경기색소공업사(현 경

기색소)가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1977년에는 무기

안료를 생산하는 삼보정밀화학공업과 무기안료

와 유기안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제일색소공업(현 

퍼스트칼라)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안료 산업은 

이들 기업의 활동에 힘입어 발전할 수 있었다.

나. 성장기(1970~1990)

안료 산업의 성장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

대 중반까지 부산의 신발 산업과 대구의 섬유 산

업의 성장기와 일치한다. 신발과 섬유 산업의 부

흥으로 인하여 색소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와 

맞물려 잉크와 페인트 산업도 동시에 성장하면서 

국내 안료 제조사도 동반 성장하였다. 이 시기 안료 

산업은 매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다. 정체기(1990~2010)

국내 안료 시장은 1993년도에 양적·질적으로 최

고의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안료 시장은 침체되기 시작하였

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및 수출 부문에

서 모두 고전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생

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요는 일부 회복

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안료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전략적 제휴, 가격 경쟁

력 확보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만 지속적

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내 안료 관련 산업의 쇠퇴와 

함께 중국 및 인도산 저가 안료가 시장에서 확산

되어 국내 안료 제조사의 정체기를 맞이하였다. 

안료 산업의 전방 산업인 도료·잉크 산업 등의 

트렌드에 맞추어 국내 안료 산업은 친환경·고기

능화가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의 다양한 환경규제 법률에 의하여 무역 

장벽이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최대 안

료 제조회사인 대한색소공업은 Ciba에 인수합병

되어 대한스위스화학으로 바뀌었고, 우성화학공

업은 Clariant에 인수 합병되어 송원칼라로 회사 

상호가 변경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라. 전환기(2010~현재)

정체기 이후 국내 안료 산업은 현재 무독성, 친환

경 그리고 고급화라는 키워드로 전환기를 맞이하

고 있다. 페인트에 주로 사용되는 무기안료는 환

경규제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무독성 안료출처 : 유의상, 김주혜, 정종식, 2007, 안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염색가공 2, p.51-63

도입기(1960~1970) 성장기(1970~1990) 정체기(1990~2010) 전환기(2010~현재)

●   안료 제조업체의 설립 

-   대한색소공업(1965)

무기·유기안료,

대한스위스화학(현 BASF)
●   욱성화학공업사(1969)

무기·유기·형광안료

현 욱성화학

●   우성화학공업(1970)

유기안료,

송원칼라

현 클라리언트코리아

●   경기색소공업사(1970)

무기·유기안료,

현 경기색소

●   삼보정밀화학공업(1977)

무기안료

●   제일색소공업(1977)

무기·유기안료

현 퍼스트칼라

●   부산지역 신발 산업의 성장

●   대구지역 섬유 산업의 성장

●   국내 잉크 및 페인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연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룸

●   부산 신발 산업의 쇠퇴

●   대구 섬유 산업의 쇠퇴

●   중국 및 인도산 저가 제품의 

시장 확대

●   국내 산업의 친환경·고급화 

요구

●   선진국의 환경규제 법규를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

●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M&A(대한색소공업, 

우성화학공업)

●   납, 크롬 함유 독성 무기안료 및 

프탈로시아닌

(Phthalocyanine)의 생산 중단

●   무독성(Non toxic), 친환경

안료의 개발 및 상용화

●     PDP, LCD, OLED 등 전자재료용 

색소로의 전환

●   위조방지용, 화장품용 등 

특수용도 색소의 개발

●   자동차용, 도로표시용 

HPP (High performance

pigment) 고급 안료의 개발 및 

상용화

<표 4-3> 우리나라 안료 산업의 변천과정

출처 :   유의상, 김주혜, 정종식, 2007, 
안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염색가공 2, p.51-63

<그림 4-17> 안료의 용도 

화장품, TEXTILE 등
(7%)

COATING
(16%)

PLASTIC
(10%)

PRINTING INK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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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부터 건축용 페인트 안료에 투입되는 크롬, 납 등

을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내 페인트 회사는 건축용 및 

도로표시용 색소로 사용하던 무기안료를 납과 크

롬이 없는 무독성 안료로 전환하였다. 국내 일부 

안료 제조회사는 무기안료의 생산을 중단하고 무

독성 안료를 개발·공급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현재의 안료 회사들은 특수색소 및 고급안

료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폐, 여권, 상품권 

등의 위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색소를 

개발하여 수입에만 의존하던 특수색소를 대체하

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PDP, LCD, OLED 등

에 사용되는 전자재료용 색소 그리고 자동차 및 

화장품용으로 사용하는 안료의 개발·상용화를 

이루어 안료 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유

의상, 김주혜, 정종식, 2007).

4.3.2 주요 안료 제조사

현재 우리나라의 유·무기안료 생산업체로는 욱성

화학, 경기색소 등이 있고, 무기안료인 산화철계, 

티타늄계, 카본블랙 등의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대형 제조 메이커들이 있다. 또한 보광처럼 시아

닌블루계 안료 중간체만을 생산하는 업체, 삼보

정밀화학공업과 같이 안료 중간체와 황연계 무기

안료를 제조하는 업체도 있다. 우신피그먼트의 경

우 도료나 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컬러런트

(Colourant)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 밖에

도 경탄, 중정석, 아연화 등 대량의 체질 안료나 

소규모의 특수 안료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다. 

1965년 설립된 대한색소공업은 무기안료로 시작

하였으나 현재 BASF와 합병되어 유기안료 및 고

성능 안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욱성화학은 중국과 인도 제품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자재료

용, 화장품용 및 위조방지용 색소를 개발하여 고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2009년도에는 UV 형광

체 안료를 개발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지폐 및 여

권의 위조방지용 색소를 단독으로 공급하였다. 

위조방지용 UV 형광체(Phosphor)는 외부의 에너

지를 받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물질을 일컫는

다. 이 형광체는 가시광선 아래에서는 투명하여 

색상이 보이지 않지만 UV광(장파장 365nm 및 단

파장 254nm)에서는 선명하고 밝은 색을 발현한

다. 이는 은행권, 수표, 상품권 등 각종 유가증권

과 우표, 여권, 증지류, 채권류, 보안용지, 특수용

지, 영구보존문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전역증, 

전자화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전자재료용 색소도 개발·상용화되면서 높은 수

익을 창출하였다. OLED용 색소는 kg당 가격이 

수천만 원으로 고부가가치의 핵심이며 대규모 설

비 투자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다. 욱성화학은 이

들 색소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에 

공급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2010년에는 PDP (Plasma Display Panel)용 안료에 

집중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디스플레이 

화면이 LCD (Liquid Crystal Display)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재료용 소재 사업은 잠시 주춤하였다. 

그러나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전환되

면서 OLED용 안료를 개발하여 현재 상용화하고 

있다.

신문, 잡지 등 인쇄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오프셋 잉크(O� set ink)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

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안료 산업은 수익 개선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시급하였다. 따라

출처 : 욱성화학 제품 소개 자료

<그림 4-18> UV 형광체 안료

UV 조사 전 UV 조사 후

<그림 4-19>   위조방지용 UV 형광체 안료의 위조방지용 
적용사례(지폐, 여권)

UV 조사 전 UV 조사 후

출처 : 욱성화학 제품 소개 자료

출처 : 디지털데일리, 2015. 12. 29., 차세대 아이폰도 쓴다는데…OLED 소자 

 현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138&aid 
 =0002035604

<그림 4-20> OLED용 색소

출처 : 유의상, 김주혜, 정종식, 2007, 안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염색가공 2, p.51-63

제조사명 주요 생산품 및 시장 지위 비고

욱성화학

●   국내 1위 안료 제조사  

●   세계 3위 형광안료 제조사 

●   보안인쇄용 색소 국산화 

●   IT 소재, 특수접착제 등 사업의 다각화

-

BASF(대한색소공업)

●   천연가스를 이용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   퍼포먼스 제품(안료)  

●   기능성 소재 및 솔루션 

●   울산에 국내 안료 사업 전담 법인 신설 및 고기능성 안료 개발 투자 확대

대한스위스화학, 

시바스페셜티케미칼스 

인수합병

삼보정밀화학공업
●   황연계 무기안료 

●   무독성 무기안료
-

우신피그먼트 ●   유성·수성 컬러런트 -

퍼스트칼라 ●   유기·무기·가공안료 제조 및 수입산 안료 판매 -

경기색소 ●   유기·무기·가공안료 제조 및 수입산 안료 판매 -

<표 4-4> 국내 안료 제조사와 주요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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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범용 안료 생산의 낮은 이익률을 탈피하기 위

하여 고부가가치 안료를 개발하고 있다. 2015년부

터는 립(Lip)과 네일(Nail)용부터 시작하여 색조용 

화장품 안료도 국산화하고, 이를 국내 화장품 생

산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

4.3.3 안료의 구분 : 유기, 무기, 기능성

안료는 물에 녹지 않는 극히 작은 입자로서 색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섬유질에 염착하여 색

을 나타내는 염료(Dye)와는 용도 및 적용이 다르

나, 광학적인 의미로는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염

료는 대부분 수용성 상태로 면, 양모, 합성섬유 

등에 화학적 처리를 하여 색채를 섬유 표면에 결

착시킴으로써 색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안료는 아마인유, 바니시, 합성수지 등에 화학적

인 변화 없이 미세입자 상태로 분산된다. 도료나 

인쇄잉크, 물감 등을 만들어 피도물의 표면에 착

색의 효과를 주거나,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섞

어서 물체 전체를 착색 처리하기도 한다.

안료는 크게 천연안료와 합성안료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누어진다. 일

반적으로 무기안료는 내광성·내열성이 우수하고, 

유기용매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착색

력은 유기안료에 비하여 떨어지고 색의 선명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유기안료는 무

기안료에 비하여 내열성·내광성이 낮지만, 색상

이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어 적용하고자 하는 용

도에 맞춰 사용될 수 있다.

안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색채 공업이라 부르기

도 한다. 도료, 인쇄잉크, 고무, 플라스틱, 염화비

닐, 제지, 건재, 피혁, 요업 및 화장품 등 전 산업 

분야에 안료가 활용되고 있어 “제품이 있는 곳

에 색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료 분

야에 한정하는 경우 안료는 착색, 은폐력 등 도막

에 광학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

뿐만 아니라 안료는 도막을 기계적으로 보강하여 

내구성 및 방식성을 향상시키고, 도막의 다양한 

물성(유동성, 부착성 및 도막경도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가. 유기안료

유기안료는 도료, 잉크, 고무, 섬유, 제지, 피혁, 

화장품 등의 산업 분야에 폭넓게 사용된다. 색상

의 범위가 넓고 선명하며 착색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기안료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내구성·내열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물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1856년 퍼킨이 최초로 모베인을 합성하고, 1858년 

그리스(P. Griess)가 디아조늄염과 아조커플링 반

응을 발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아조계 색소를 

합성한 것이 유기안료 합성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1903년 Brilliant Carmine GB, 1905년 Lake 

Red 4R, 1908년 Fast Yellow, 1911년 Diazo Yellow

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유기안료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1928년에는 Phthalocyanine Blue, 2차 세

계대전 이후에 Quinacridone, 그리고 가장 최근인 

1980년대에 DPP (Diketopyrrolopyrrole)와 같이 새

로운 고급 유기안료들이 차례로 등장하였다.

나. 무기안료

무기안료는 일반적으로 아연, 티탄, 철, 납 크롬

의 화합물로서 내광성, 내열성, 내약품성 등이 우

수하지만 구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다양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무기안료는 발색 성분 무기물인 

Zn, Pb, Ti, Cd, Fe, As, Co, Mg, Al 등의 산화물, 

유화물, 유산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유기안료에 비하여 색상이 선명하지 못하고, 독성

이 있는 중금속 화합물의 종류가 많아 도장물의 

용도에 맞춰 적절하게 안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무기안료는 <표 4-6>과 같이 분류된다.

다. 기능성 안료

(1) 금속분 안료

금속 특유의 색상 및 질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금속

을 가공하여 만든 분말 안료를 금속분(Metallic) 

안료라고 한다. 금속분 안료는 일반적으로 안료

의 색상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 가능하다. 색상에 

의한 분류는 황금색(Rich gold), 적금(Pale gold), 

중금(Rich pale gold), 은색(Silver)으로 나눌 수 있

으며, 특성에 따른 분류는 리핑(Lea� ng)형과 논-

리핑(Non-lea� ng)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핑형 

출처 : 유의상, 김주혜, 정종식, 2007, 안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염색가공 2, p.51-63

분류 주요 안료

아조

안료

●   용성 아조안료(아조레이크 안료)

●   불용성 아조안료

●   축합 아조안료

●   금속염 아조안료

프탈로시아닌 

안료

●   무금속 프탈로시아닌 안료

●   Copper 프탈로시아닌 안료

●   할로겐 치환 Copper 프탈로시아닌 안료

축합안료

●   안트라퀴논계 안료(Anthraquinone)
●   페리논계 안료(Perinone)
●   페리렌계 안료(Perylene)
●   디옥사진계 안료(Dioxazine)
●   퀴나크리돈계 안료(Quinacridone)
●   이소인톨리논계 안료(Isoindolinone)
●   디케토피롤로피롤계 안료(Diketopyrrolopyrrole)
●   퀴나프탈론계 안료(Quinaphthalone)

기타 
●   형광안료

●   금속착염 안료

<표 4-5> 유기안료의 분류

출처 : 유의상, 김주혜, 정종식, 2007, 안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염색가공 2, p.51-63

분류 주요 안료

화학구조에 

의한 분류

●   크롬산염 : 황연, Molybdate, Zinc Chromate 등
●   산화물 : TiO2, ZnO, 산화철, 산화크롬

●   수한화물 : 산화철황, Aluminum white
●   기타 : 감청, 카본블랙

색에 의한 

분류

●   백색 : TiO2, ZnO, BaSO4

●   흑색 : 철흑, 카본블랙

●   적색 : 산화철적, 카드뮴레드

●   오렌지색 : Moly Orange
●   황색 : 황연(Chrome Yellow)
●   녹색 : Chrome Green, 산화크롬그린(Oxide Green)
●   청색 : 군청, 감청

체질안료 ●   BaSO4, CaCO3, Al(OH)3, Talc

방청안료

●   Zinc Potassium Chromate (ZPC형) : 

K2O·4ZnO·4CrO3

●   Zinc Tetra Oxy Chromate (ZTO형) : 

5ZnO·CrO3

●   Strontium Chromate (STC형) : SrCr2O3

자성안료
●   페라이트(Y-Fe2O3)

●   바륨페라이트(Ba6Fe2O3)

<표 4-6> 무기안료의 분류

출처 : 욱성화학 제품 소개 자료

<그림 4-21> 화장품용 색소의 네일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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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 안료는 박편으로 되어 있으며, 도막의 표

면에 떠올라서 밝은 금속의 광택을 나타낸다. 하

지만 표면에 배열한 안료의 영향으로 도막이 완

전히 경화된 후에도 안료가 묻어나는 특징이 있다. 

논-리핑형 금속분 안료는 도막 내에 안료가 가

라앉아 은은한 금속 질감을 구현하여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고급 도장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 시온 안료

시온 안료(� ermochromism)는 어떤 물질이 가열 

또는 냉각될 때 가역적인 색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은 특정 온도에서 마크의 색

상이 변하는 음료수병이나 사용에 적당한 온도에

서 색상이 변하는 주방기구에 활용되기도 한다.

(3) 펄 안료

펄 안료(Pearl Pigment)는 여러 겹으로 적층된 판

상을 통과한 빛이 각 층에서 반사되며 나타나

는 효과를 응용한 것이다. 최초의 펄 안료는 물

고기의 비늘을 이용한 실버 펄(Silver Pearl)이었

으나 생산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높은 가격 때문

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 17세기 이후 합성 펄

이 개발되면서 펄 안료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과거에는 Mercurous Chloride, Basic Lead 

Carbonate, Lead Hydrogen Arsenate 등의 원료가 

사용되었으나, 독성이 매우 강하여 현재에는 사

용되지 않는다. 현재에는 TiO2 코팅 Mica가 개발

되어 고품질의 펄 안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자성안료

자성안료(Magnetic Pigment)란 외부 자기장의 영

향을 받아 자화되어 외부 자력을 제거해도 자화

가 남아 있는 자기적 성질을 가진 안료이다. 카세

트테이프를 포함한 각종 자기 기록매체, 마그네틱 

카드 등에 사용된다.

(5) 축광안료

축광안료란 태양광이나 발광체의 빛을 흡수·축

적하였다가 어두운 곳에서 서서히 방출하는 성질

을 가진 안료로서 흡수-축적-발광과정을 반복

적으로 실행한다. 축광안료가 빛을 흡수하면 물

질의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어 빛을 제거하더라

도 전자는 바로 바닥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준안

정 상태로 변화하고, 이후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

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물질을 축광체라고 한다. 천연물로는 각종 

보석, 황화광물 등이 있고, 인공물로는 알칼리 

토금속의 황화물이나 황화아연에 중금속을 함유

시킨 것들이 있다.

(6) 형광안료

형광안료(Fluorescent Pigment)는 자외선과 같은 단

파장의 빛에 의하여 밝고 선명한 색상을 나타내

는 안료를 말하며, 무기형광안료와 유기형광안료

로 구분된다. 무기형광안료는 유화아연, 규산아

연, 유화카드뮴, 카드뮴 등을 열처리하여 만들며, 

형광의 강도, 잔광시간 등은 순도 및 처리 조건에 

출처 : 욱성화학 제품 소개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8. 12. 12., http//www.mke.go.kr

<그림 4-25> 축광안료와 분당선 비상표시판 적용사례

출처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8. 12. 12., http//www.mke.go.kr

<그림 4-26> 지하철 건대입구 역사에 축광안료 적용사례

축광타일의 바닥 시공 모습 비상시 바닥면 축광 발광 모습

출처 : 김성훈, 임용진, 1994, 기능성색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그림 4-22> 알루미늄 피그먼트(Alumium Pigment)의 미세 형상

출처 : 김성훈, 임용진, 1994, 기능성색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그림 4-23> 감온안료를 적용한 주방기구의 색상 변화
출처 : 한송인더스트리

<그림 4-24> 펄(pearl) 안료

Cornflake Like 
Aluminum Pigment

Silver Dollar Like 
Aluminum Pi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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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유기형광안료는 형

광염료를 수지의 초기 축합물에 녹여 고용체의 

형태로 고착한 후 분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유

기형광체는 내광성, 내열성은 낮으나 색조가 풍

부하여 도료 및 인쇄잉크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 안료 제조업체 중에서 형광안료는 욱성

화학에서만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에서 

3위,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12.1%를 차지하고 있

다. 욱성화학의 형광안료는 밝고 선명한 색상을 

나타내고 내광성, 내용제성, 내후성 특성이 우수

하다. 또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낮

아 주로 텍스타일 프린팅, 플라스틱, 문구류, 프

린팅 잉크, 페인트, 완구류, 신발류 등에 사용되

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욱성화학의 형광안료는 

2013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4.4 도료 산업

도료(塗料)는 상온에서 유동성 있는 물질을 물체

의 표면에 도포한 후 그대로 방치하거나, 가열을 

통하여 입자를 결합·응고하여 건조시키면, 표면

에 연속된 피막을 형성하고 단단해지면서 그 물

체를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료는 도막(塗膜) 구성 성분인 전색제(展

色劑, vehicle)와 안료(顔料) 성분으로 구성된다. 

전색제는 투명 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료 등

을 분산시켜 도료에 유동성을 주는 성분이며, 안

료는 도막에 색채를 부여하는 성분이다.

도료의 원형은 기원전 1만 3000~3만 5000년경

에 그려진 것으로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스페

인 알타미라(Altamira) 동굴벽화나 프랑스 라스

코(Lascaux) 동굴 벽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

한 벽화들은 나무의 수액에 짐승의 피, 우유, 과

즙 등과 여러 가지 색상을 내는 숯가루, 흙 등을 

혼합해서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집트의 

미라에 옻칠이 되어 있는 것이나, 고대 고분에서 

발견되는 돌이나 화살의 촉이 채색되어 있는 예

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히 볼 수 있다. 대개 여

기에 사용된 도료는 경험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

로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수지나 동물성 단백질 

등에 색깔을 띠는 분말을 혼합한 것이었다. 이처

럼 도료는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

다. 현대적 의미의 도료는 18세기경부터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수지나 옻칠 등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수지로 대체되면서 탄생하였다.

1920년대에는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를 합성하여 락카(Lacquer)로 응용한 도료가 개

발되었다. 또한 동시대에 발명된 스프레이건은 연

속 도장을 가능하게 하여 속건성(速乾性)의 락

카 도료와 함께 도료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

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알키드(Alkyd) 

수지와,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에멀전

이 도료용 수지로 개발되었다. 전쟁 이후 멜라민

(Melamine)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수지, 에폭시(Epoxy) 수지, 우레탄(Urethane) 수지, 

아크릴(Acrylic) 수지, 실리콘(Silicon) 수지 및 불소

(Fluorine) 수지 등 특징 있는 도료용 합성수지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형태의 도료가 

사용되는 합성수지 도료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

게 되었다.

이후 도료의 사용이 크게 증가되었고, 이는 다

시 차별화된 도료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

졌다. 아울러 1940년 이후 정전(Electrostatic) 도

장, 커튼 플로우(Curtain Flow) 도장, 전착 도장

(Electrodeposition Coating) 등이 개발됨에 따라 다

양한 도장방법의 실용화가 추진되었고, 이는 관

련 도료의 적용 확대에 기여하였다. 소재 및 적용 

용도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도막(Film of Paint)

을 효과적으로 경화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열경화 

방식 외에 자외선(UV) 및 전자선(EB)을 내리쬐어 

순간적으로 경화시키는 방법도 개발·상용화되었

다. 최근에는 도료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환경친화형 도

료, 도장 및 경화 방식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도료 생산이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진

출해 있었고, 해방 직후 한국 기업의 도료 생산

이 시작되었다. 당시 주된 도료 수요층은 국내에 

주둔 중인 미군이었다. 국내 산업 기반이 미약하

였기 때문에 자체 수요는 많지 않았다. 1960년대

에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주택, 

아파트, 빌딩, 공장 등의 건축 붐과 함께 도로, 

항만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도료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부응하

여 다양한 국산 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건축용 수성 페인트, 선박용 페인트, 

실내장식을 위한 다색채(多色彩) 페인트, 방청·

방수 페인트 등이 개발되어 국내 수요 증가에 대

응하였다. 페인트는 내부에 포함된 인화성 용제출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도료 특허동향 및 시장동향, p.23

기업명 2014 매출액 2015 매출액

KCC 30,322 30,606

삼화페인트공업 5,267 5,072

노루페인트 4,155 4,196

강남제비스코 3,121 2,699

<표 4- 7> 주요 도료사의 연도별 매출액 비교 (단위 : 억 원)

출처 : 욱성화학 제품 소개 자료

<그림 4-28> 욱성화학 형광안료 세계 일류상품 선정

출처 : 욱성화학 제품 소개 자료

<그림 4-27> 형광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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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포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완제품 수출

이나 수입이 어려우므로 오랜 기간 동안 범용 내

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 왔다. 산업화 

초기,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은 기술수준이 그다

지 높지 않은 범용 제품 위주로 생산하였기 때문

에 규격이나 품질 불량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1963년부터 시행된 KS 품질표시 제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며, 1971년 말에는 약 

2,400여 개의 품목에 KS 마크가 부여되었다. 도

료 산업은 소량 다품종의 정밀화학 산업이다. 약 

2,000여 종의 원료가 사용되지만,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비(非)장치 산업이므로 소규모 자

본으로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0

년 이후 국내에는 약 150여 개 회사가 난립해 있

으며, 특히 종업원 100인 이하,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70%를 상회하고 있

다.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9개사에 불과하나,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63.7%에 이를 정도로 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4.4.1 도료 산업의 태동

한국의 도료 산업은 해방 이후 시작되었다. 1945

년 12월 황학구(黃鶴九) 회장은 해방의 혼란 속

에서 ‘사업부국(事業富國)’의 뜻을 품고 남선도료

상회(현 강남제비스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

작하였다. 남선도료상회는 1952년 법인으로 전환

하면서 상호를 ‘건설화학공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확장과 함께 제조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인

재를 모아 연구 및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

로써 자체 기술의 개발을 도모하였다. 1960년대 

초부터는 해외 선진 기업과 활발한 기술 인력 교

류를 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건설

화학공업은 1962년 국내 최초로 알키드 수지 합

성에 성공하였으며, 도료용 합성수지인 에나멜을 

철도청 객차에 칠하게 되었다. 이어 에폭시 도료

와 자동차 도료를 개발하면서 신진자동차, 현대-

피아트, 아시아-코티나 등의 승용차에 도료를 공

급하였고, 1965년에는 포리솔(호마이카)을 동남아

시아에 처음 수출하였다. 또한 국내 고속버스 1

호차를 도색하였으며, 1964년에는 도료 업계로는 

처음으로 금성(현 LG전자) 냉장고, 선풍기 등 가

전제품용 도료를 공급하였다. 해외 선진 기업과

의 기술 제휴도 결실을 맺어 1968년 국내 최초로 

일본 간사이페인트와 선박도료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만든 도료가 처음 

등장한 것은 해방 이듬해였다. 페인트 제조로 잔

뼈가 굵은 청년과 법을 공부한 청년이 1946년에 

동화산업(현 삼화페인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도

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0년간 일본 간사이

(關西)페인트에서 도료 제조를 담당하였던 김복

규(金福圭) 회장은 생산과 영업 등을, 일본 센슈

대학(專修大學) 법대를 졸업한 윤희중(尹熙重) 회

장은 회계와 인사 등을 맡아 도료 회사를 이끌어

나갔다. 그동안 도료는 가마솥에 원료를 끓여 드

럼통으로 나르는 가내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졌는

데, 해방 후 도료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도료 

제조설비를 갖춘 전문기업이 설립된 것이다.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1953년 휴전 

이후 동화산업은 ‘삼화화학공업’으로 사명을 변경

하고 다시 도료 제조를 시작하였다. 회사는 두 창

업주의 노력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 1956

년 주한미군에 한국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도료를 

납품하였다. 1964년 ‘삼화페인트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1966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페인

트 수출을 시작하였다. 한편 1956년 대한잉크제

조는 노루 상표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사실 대한잉크제조의 전신은 ‘대한오브세트잉크

(현 노루페인트)’였다. 창업주인 한정대(韓鼎大) 회

장은 1945년 10월 서울 회현동 일본식 목조 가옥

에 ‘대한오브세트잉크’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당

시 한정대 회장은 인쇄잉크의 공급난에 주목하고 

잉크 제조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제

품 생산을 위한 환경은 열악하였다. 품질을 검사

하는 기구가 전혀 없어 혀끝으로 적절한 산도를 

가늠해야 하였고, 잉크를 몇 방울 종이에 떨어뜨

린 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그 촉감으로 점도

와 농도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만들어 놓은 

잉크를 포장할 용기가 마땅치 않아 미군부대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커피깡통을 재활용하기도 하였

다. 최초의 국산잉크를 생산하는 데까지는 성공

하였지만 이번에는 판로가 문제였다. 일본인들이 

만든 잉크 재고가 시중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

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숙하지 않은 회사의 제

품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견본 삼아 잉크를 무료로 나눠주었다. 마침내 입

소문을 타면서 하나 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

였고, 보진재(寶晉齋) 등 대형 인쇄소와도 계약을 

맺었다. 나아가 돈을 찍는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과 교과서 등을 인쇄하는 조선서적에도 납품하면

서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

다. 1949년 12월 대형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었

다. 다행히 쌓아 놓은 신용 덕분에 거래처에서 물

품대금을 선불 받고, 임직원들도 제 일처럼 공장 

재건에 나선 데에 힘입어 1950년 4월 공장을 다

시 가동하였다. 하지만 불과 두 달여 만인 6월에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주요 설비만을 급히 

트럭에 실은 채 쫓기듯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한정대 회장은 전쟁이 끝나면 국가 재건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도료 쪽으로도 눈을 돌렸

다. 국내외 도료 공장 등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54년 합성수지 도

료 제조에 성공하였다. 1955년 10월에는 서울 문

래동 공장으로 이전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었

다. 1956년 1월에는 상호를 대한잉크제조로 바꾸

면서 탄생한 상표가 ‘노루’이다. “남을 해치지 않

고 만인의 사랑을 받는 회사를 만들자.”는 일념을 

담기도 하였지만, 당시만 해도 글을 못 읽는 사람

이 많아 사자나 말 같은 친숙한 동물을 상표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 대한잉크제조는 1957년 미

군에 건축용 도료를 납품하면서 도료의 본격 생

산에 들어갔다.

4.4.2 도료 산업의 고속 성장(1970~1980년대)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선

박, 자동차, 전자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

다. 이는 공업용 도료의 직접적인 수요 확대로 이

어졌다. 또한,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환경이 개선

됨에 따라 좀 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

축용 도료 수요가 생겼다. 1960년대 이후 내열성, 

내약품성 및 내구성 등 고기능성 요구와 더불어 

도료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성 개선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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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지 

및 첨가제 연구를 통한 도료의 기능성 보강 연구

가 진행되었다. 또한, 1960년대는 도료 규격이 구

체적으로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난립된 소규

모업체에서 생산된 도료의 품질이 불균일하여 소

비자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KS 규격을 

시행하였다. 1968년 삼화페인트공업은 KS 마크

(KSM5310 외 20종)를 획득하였고, 이후 각 도료 

회사들도 KS 표시 허가를 획득하였다.

1970년대를 통하여 도료 산업은 완전한 내수 산

업이 되었다. 중소 도료 전문기업들은 1978년 정

부의 해외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외국

과의 기술제휴 또는 기술도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60~1970년대 국내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

요가 증가한 공업용 도료 부분에서 해외 기술 도

입 및 합작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4년에

는 기존 중소규모 도료 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고려화학(현 KCC)이 

도료 업계에 진출하였다. 고려화학은 다양한 산

업용 제품, 특히 조선과 자동차용 도료를 자체적

으로 또는 기술제휴로 개발하여 국내 생산을 시

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액상도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

경친화적이고, 후도막(厚塗膜) 도장이 가능한 분

체도료 기술이 도입되었다. 분체도료는 기존 폴

리에틸렌(PE), PVC를 중심으로 금속에 일부 응용

되다가 1952년 독일의 그리스하임(Gries Heim)에

서 유동침적법이 창안된 후 응용이 확대된 도료 

및 도장기술이다. 국내에서는 1975년 풍성모듀라

에서 Sames의 설비를 수입하였고, 4년 후인 1979

년 고려화학이 일본 가와가미도료(川上塗料)와 

기술제휴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1983년 

조광페인트는 벨기에 Libert와 삼화페인트는 프랑

스 Poudroc과 각각 기술 제휴하였으며, 1987년에

는 건설화학공업이 일본 간사이페인트와 1990년

에는 현대페인트가 네덜란드 Teodur와 각각 기술 

제휴하여 분체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82

년 삼화페인트는 Ameron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하면서 중방식용 도료의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들

어갔다. 1987년에는 일본 닛폰유시(日本油脂)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PCM (Pre-Coated Metal)용 

도료 개발 및 제품 양산화에 성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도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용도

와 기능이 세분화된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전자파 차단 도료, 진공 증착용 도료, 특수 금속

부품 및 플라스틱용 도료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

였다. 또한, 실내에 도장하거나 벽지에 도장할 수 

있는 도료가 개발되어 도료의 쓰임새는 더욱 다

양해졌다. 특히 마이카 시대 붐을 타고 자동차용 

도료의 개발과 생산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

대에는 산업 발전과 건설 투자 확대로 인한 도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도료 시장에 참여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방 이후 설립된 대한

페인트(노루표), 삼화페인트(별표), 건설화학공업

(제비표), 조광페인트(학표)의 4사 체제에 1974년

도에 설립된 고려화학이 뒤늦게 가세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하여 자동차, 건설, 조선 산업이 발전하

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한 도로 정

비 및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30% 이상

의 도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대

기업들, 특히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도료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일례로 ‘대

우’가 투자한 동명산업(이후 동주산업)은 대우자

동차에 자동차용 도료를 납품하였다. 결국 기존 

도료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4년 중소기업 

지정업종 해제 방침에 따라 도료 산업은 대기업

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4.4.3   기술 선진화와 고기능·친환경 제품

(1990년대 이후)

가.   다양한 제품 개발로 도료의 대중화 실현 

(1990~1999)

1990년대에는 독자적인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친환경성에 

기능성을 가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었다. 아토피 등

을 예방하는 라돈 방출 차단 페인트, 국내 최초

로 국산화에 성공한 현수교용 유연형 도료, 자기 

세정 기능을 가진 차열도료 등이 강남제비스코에

서 개발되었다. 또한, 강남제비스코는 환경호르몬

이 없는 에폭시 프리 타입의 내·외면 도료를 개

발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

하는 음료수 캔, 참치 캔의 내면에도 대부분 이러

한 도료가 적용되고 있다. 도료는 다양한 사용자

를 위하여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삼

화페인트에서 개발한 스무디 스테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존 목재용 스테인 도료는 소비자가 직

접 도장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문 도장업자를 통하여 시공하였다. 목공을 취

미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개성의 표현

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도장작업이 능숙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직접 도료를 도장하여 미

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목재용 스테인 도료는 쉽게 

흐르는 특성이 있으며 작업이 능숙하지 못할 경

우 색 얼룩이 생기게 된다. 삼화페인트는 이러한 

색 얼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하

여 무스 형태의 스테인 도료를 개발하였다. 이렇

게 개발된 스무디 스테인은 기존 목재용 도료의 

단점을 개선함은 물론 사용의 편의성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도료의 고기능성 및 환경친화성 강화 요구와 대응 

(2000~현재)

2000년대에는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과 함께 관

련 도료 분야의 기술개발이 진행되었다. 전방 산

업의 요구조건에 맞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분

체도료, UV 경화형 도료, 반도체와 광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는 첨단 기능성 도료와 전자파 차폐

도료, 항균도료, 초고속 경화형 도료, 필름형 도

료, 전착도료, 단열도료, 천연 유래성분 도료 및 

출처 : 삼화페인트

<그림 4-29> 삼화 스무디 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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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내화학 도료와 방

식용(防蝕用) 도료의 개발 경쟁이 도료 업체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고층건물 증가와 함께 내화도료 분야도 기술 개

발이 이루어졌다. 삼화페인트는 2013년 국내 최

초로 3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를 개발

하였고, 2016년 5월에는 세계 최초로 합성구조물 

기둥용 3시간 내화도료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또

한, 국내 기업 최초로 석유화학 플랜트용 내화도

료에 대하여 미국 안전규격인 UL1709 인증을 획

득하였고, 건축용 내화도료에 대하여 영국 BS476 

규격에 따른 서티파이어 인증도 획득하였는데 이 

역시 국내 도료 업계 최초이다.

아울러 2000년대에는 해외에 수출되는 제품의 품

질 및 적용 원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실내에 

적용되는 도료의 환경친화성 요구가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친환경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

해하다고 알려진 중금속 안료 등을 사용하지 않

고,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도료를 

말한다. 여기에 곰팡이 발생 억제와 같은 항균기

능,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알려진 원적외

선 방출기능 등 각종 기능성을 추가하여 제품화

한 경우도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건축자재 제조 시 사용된 휘

발성 물질이 제품에 잔류하여 사용자에게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새집증

후군’이 크게 사회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 도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제

정 및 도료 업체의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현재는 각 기업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삼화페인트는 건축용 수성 도료 제품군 중 

가장 상위 라인인 ‘더클래식’을 개발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아토피 인증을 받았다. 이 제품

에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아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었다.

그리고 도료 자체의 기능성 강화를 위하여 세계

적 화학회사인 듀폰(Dupont)과 기술협력을 진

행하였다. 테프론 표면보호제 기술제휴를 통하

여 듀폰의 특수 원료를 도료에 접목하였다. 이로

써 도장 후 오염 발생이 적고 먼지와 낙서가 쉽

게 지워지며 항균기능, 곰팡이 억제 기능 및 우수

한 내후성을 구현한 도료를 개발하여 DIY 시장

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도료에 대하

여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포함한 각종 환경인

증 취득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

품 라인업을 구축하였다.

고려화학에서 사명을 변경한 KCC가 2003년 출시

한 ‘숲으로’는 KCC 친환경 도료의 대표 브랜드다. 

숲으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을 선진국 규격

에 맞춰 최소화한 무취형 도료로 환경마크협회

의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한국공기청정

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 마크)에서 최우

수 등급인 클로버 5개를 획득하였다. 노루페인트

는 2010년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을 최소화한 친환경 페인트 ‘내츄럴’을, 

2011년에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순&수’를 각

각 출시하였다. 노루페인트는 국내 최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안전하게 분해하는 대용량 

바이오 필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환경마크협회 

인증을 비롯한 친환경 인증 획득 실적을 도료 업

계 최다로 보유함으로써 도료의 판매 확대를 추

진하고 있다.

건설화학공업에서 사명을 변경한 강남제비스코는 

2016년 친환경 인테리어 항균 페인트 ‘드림코트’와 

2017년 프리미엄 친환경 수성 페인트 ‘푸른솔’을 

출시하였다. ‘드림코트’는 곰팡이 방지 기능 및 내

오염성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목재, 금속 등 다양

한 소재에 소비자가 직접 손쉽게 칠할 수 있는 친

환경 DIY 제품이다. ‘푸른솔’은 강남제비스코 친

환경 도료의 대표 브랜드로서 건축 내외부용 KS 

인증 1급과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환경마

크)을 획득하였다. 특히 ‘푸른솔 광택 내부’ 역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중 최고등급인 클로버 5개

를 받은 내부 광택도료로 병원, 유치원 및 식당 

등에 사용 가능하다.

다. 국내 도료 산업의 글로벌화(2000~현재)

대표적인 내수 품목으로 분류되는 도료 산업의 

해외진출이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고 있다. 포

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탈피하고 전방 산업인 전

자, 철강, 기계 분야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따라 현지 대응을 위한 해외 법인의 신설 또는 현

지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

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

화페인트는 중국, 일본, 인도 및 동남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2000년에 중국 산동성(山東省) 위해(威海)에 ‘위

해삼화도료유한공사’를 설립하여 목공용, 바닥

재용, 공업용 도료와 분체도료를 생산하고 있다. 

2004년 강소성(江蘇省) 장가항(張家港)에도 ‘장가

항유한공사’를 설립하여 PCM 도료, 플라스틱용 

도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 베트남

에는 하노이에 플라스틱용 도료 제조 및 개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6년에는 호치민에 플

라스틱용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을 신

설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1년 삼화페인트

와 말레이시아 페더럴(Federal)이 공동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중방식용(重防飾用) 도료, 바

닥방수용 도료 및 건축용 도료의 시장 개척과 함

께 동남아 현지 기후에 적합하도록 도료의 개발

과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도 뉴델리에 해외법인을 신설하였출처 : 삼화페인트 홈페이지

<그림 4-30> 아토피방지 내화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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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KCC는 중국 도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기술과 품질’을 키워드

로 규정하고 곤산(崑山), 광저우(廣州), 베이징(北

京)에 위치한 KCC 중국 법인의 핵심인재 20명을 

KCC인재개발원 및 울산공장 현장으로 초청하였

다. 이들을 대상으로 도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전문과정인 ‘해외인재 기술·품질 실무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

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은 물론, 중국 현지 직원들의 품질경영 마인

드까지 함께 고취시킴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제품 

공급을 통한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의 해외 도료 시장 공략을 위하여 현지 우수인재

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현지 법인의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는 방침이다.

노루페인트는 1996년 및 2005년에 미국·영국·

중국 토종기업 등 쟁쟁한 경쟁상대를 제치고, 중

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 베이징 자금성

(紫禁城)의 보수·도장 프로젝트를 따낸 바 있다

(중앙일보, 2006. 8. 23.). 노루페인트는 2015년 미

국의 글로벌 컬러 회사인 팬톤(Pantone)과 손잡

고 노루팬톤색채연구소(NPCI - Noroo-Pantone 

Color Institute)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컬러 비즈니

스 시장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도료 분

야뿐만 아니라 패션, 인테리어, 광고 등 다양한 

디자인 산업계의 국제적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남제

비스코는 중국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2003년 중

국 곤산(崑山)에 단독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수성

도료, 유성도료, 복합재료(BMC)와 접착제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어 2011년에는 중국 장가

항(張家港)에 분체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독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우수한 품질의 분체도료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베트남 호치민시에도 

단독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고품질 도료의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4.4.4 국내 도료 시장 현황

국내 도료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 정도로 추정되

며, 상위 6개사(KCC,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강

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벽산페인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 중 수익성 악화로 도산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료는 용도에 따라 건축용, 공업용, 선박

용, 차량 도색용, 도로 표지용, 바닥 방수용, 중방

식용, 목공용, PCM용, 제관용, 분체도료, 자동차 

보수용, 내열용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건축용 

도료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도료 시장 점유율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3개사(삼화페인트, 

KCC, 노루페인트) 중 삼화페인트의 점유율이 가

장 높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신축 건물에 대한 

도료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물의 보수공사가 

증가하여 방수용 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선박용 도료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 계열에 주로 

납품되는 KCC, 그리고 해외 선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네덜란드 Akzo Nobel N.V.와 노루홀딩스의 

합작사인 노루홀딩스의 비상장 자회사 아이피케이

가 강자이다. 하지만 조선 업종의 극심한 불황으

로 관련 도료의 매출도 급감하고 있으며, 향후 시

장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용 도료는 

신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에 납품이 많은 KCC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현대자

동차의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노루페인트

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보수용 도료 분야에

서는 KCC와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가 강자이

나, 신차용 도료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 규

모가 작은 수준이다. 자동차용 도료는 내수 경기

와 수출 경기가 모두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완

만한 성장세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4.4.5 환경규제와 향후 발전 방향

도료 도장의 목적은 피도물(被塗物)을 보호하고 

미장과 특수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다양한 도료와 도장방법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의

식도 높아짐에 따라 환경친화형 제품 개발이 큰 

과제가 되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환

경문제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지

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

응하는 기술도 도료 개발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

다. 그러므로 도료 각 분야별 환경규제 사항과 이

에 대응하기 위한 도료 개발 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은 산업기술발전사의 정리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가. 자동차용 도료

현재 자동차 산업은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환경

부하물질 배출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

서 환경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자동차용 도

료에 대한 주된 환경규제 조치 사항은 휘발성 유

기화합물(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에 관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이미 규제

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

화합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도료사들은 규제

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VOC 함유량을 감소시킨 고고형분(高固形分) 도

료(Eco-Friendly High-Solids Paints for Automotive 

Coatings)의 개발과 수용화(水溶化) 제품 개발 등

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나. 건축용 도료

건축용 도료는 자동차용이나 공업용 도료와는 

다르게 실제 시공이 필요한 실내외 대상물에 직

접 도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일찍부

출처 : 키움증권

<그림 4-31> 국내 페인트 시장 점유율 (단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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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노루페인트

제비표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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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도료의 

수성화 및 환경친화성 개선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도료용 수지의 수성화 기술이 확립

되어 있고, 용제를 사용하는 기존 도료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수계(水系) 건축용 도료의 개발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금속이

나 VOC 이외의 각종 규제 대상 물질이 증가하면

서 이에 대응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중방식용 도료

중방식용 도료의 특성상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도막물성 유지와 장기 내구성, 시공 효율성 및 작

업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료의 적용 특

성을 고려하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용제(弱溶劑)나 불소,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환경부하물질을 대폭 줄

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방식용 도료의 

한 분야인 선박용 도료는 수중생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주석을 사용하지 않는 

틴-프리(tin-free) 도료가 도장되고 있으며, 향후

에는 각종 유기물질 등도 대체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수성화, 무용제화, 타르(tar) 제거 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도장공

정 관점에서 도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

장 기기의 개발 등도 예상된다. 하지(下地) 처리 

공정은 중방식용 도료의 도장 작업의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단축할 수 있는 에폭시 

도료의 광범위한 적용과 장기간 도막물성 등을 

유지하면서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

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 분체도료

분체도료는 기본 조성이 용제를 함유하지 않는 

수십 마이크론(㎛) 크기의 분말 집합체이다. 정전

도장기를 사용하여 피도물에 분말을 부착시키고 

가열·용융시켜 최종 도막을 형성시키는 도장방

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분체도료는 도료 제조 및 

도장 시에도 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VOC 

규제에 가장 적합한 도료로 각광받고 있다. 분체

도료 자체는 환경친화적이므로 도료 자체의 개선

보다는 적용 소재의 확대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도막 경화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같

은 도장 공정의 개선, 저온 경화형 분체도료 개발

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마. PCM용 도료

PCM 강판은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에 폭넓게 사

용되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주요 문제는 다

이옥신(Dioxin) 및 6가 크롬(Cr6+)에 대한 대책이

다. 다이옥신은 PVC sol 도료를 폐기할 때 발생하

는 맹독성 물질로서 내구성이 우수한 후막형 폴

리에스테르·우레탄 도료를 통하여 대체되었다. 6

가 크롬은 내식성 향상을 위한 방청물질(전처리, 

하도)에 함유되어 있었는데, 3가 크롬(Cr3+)이나 

Cr-free로 된 도료 및 전처리제로 개발·사용되었

다. 한편 도료의 원료 전환에 따른 내구성 향상

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전용 도장라인을 

통한 도장이 실행됨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저온 경화형 도료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 제관용 도료

금속 캔은 우수한 내용물 보호 기능, 생산성, 정

보 제공성, 재활용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

용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 PET병의 등장으로 재

밀봉(Reseal)할 수 있는 편리성이 주목 받으면서 

음료 및 식품용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속 캔 업

계도 저비용화, 환경 대응 및 기능성 부가에 집중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제관용 도료의 환경적 측

면을 고려한 수성화 연구와 UV 경화 방식 등을 

모색하면서 도료의 환경친화성 증진, 도장 공정 

개선을 통한 양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

화하고 있다.

사. 광경화형 도료

현재 광경화형 도료 기술은 도료뿐만 아니라 잉

크, 접착제, 전자재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

며, 목재, 플라스틱 및 금속 등의 소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광경화형 도료는 무용제화(無溶

劑化)가 가능한 도료로서 도장 및 경화 시 VOC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도장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경화 시간이 초 단

위로 짧기 때문에 설비를 밀집시킬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외선이 짧

은 시간 안에 도막 내부로 침투하여 도막을 경화

시켜야 하는 제약도 있다. 따라서 자외선 침투가 

어려운 유색 도료의 적용 한계 및 옥외 노출 등

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내후성 저하 등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 기능성 도료

기능성 도료는 각종 첨단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신소재, 건축, 토목, 조선, 자동차, 전자, 우주항

공, 의료 및 군수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

수 목적의 기능성을 부여한 도료이다. 이러한 도

료는 주로 세라믹 수지를 활용한 도료, 광 및 열

적 기능을 위한 도료, 물리화학적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능성 도료

는 기능성 구현이 필요한 적용 대상물의 선정, 원

재료의 합성, 도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등에 대

한 다양한 선행 기술의 확립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료 회사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자본 및 기술집약

적 산업 특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능성을 필

요로 하는 업체, 더 나아가 기능성 부품을 적용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과의 공동 연구

를 통하여 다양한 도료를 개발하고 있다.

4.5 반도체 공정소재 산업

4.5.1 개요

가. 반도체 공정 소재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미리 설계된 반도체

출처 : HOME CC

<그림 4-32> 무독성 분체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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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구현하여 제조된다. 흔히 반도체는 ‘집적회

로(IC - Integrated Circuit)’라고도 하는데, 이는 반

도체가 여러 개의 회로의 적층(積層)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논리적 연산이 가능한 

로직 반도체(또는 System IC)와,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로 크게 나뉜다. 로직 반도체

와 메모리 반도체는 그 용도에 따라 다시 다양하

게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반도체의 제조공정은 동

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소재들이 사

용된다. <그림 4-33>은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공정

과 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나타낸 것이다.

나. Photolithoghraphy 공정과 관련 소재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는 설계

된 반도체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에 전사(轉寫)시

키는 공정이다. <그림 4-34>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나타낸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수 마

이크론에서 수십 나노의 미세한 선과 모양을 구

현하게 되는데, 이때 특정 파장을 가지는 빛에 의

하여 변화되는 감광성 물질을 이용한다. 이 공정

에서 사용되는 소재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감광 특성을 갖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노광

(露光)되어 성질이 변한 포토레지스트를 선택적

으로 용해시키는 현상액(developer)이 있다. 또 희

석액(thinner)은 포토레지스트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매우 고른 두께로 도포(塗布)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도포 후 실리콘 웨이퍼의 끝에 두껍게 

도포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박리액(stripper)은 설계 패턴을 전사시키고 에칭

(etching)과 이온 임플란트(ion implant) 등 후속 공

정에서 마스크(mask)의 역할을 다한 포토레지스

트를 제거할 때 사용된다. 반사방지막(BARC - 

Bottom Anti-Re� ective Coating)은 포토레지스트

에 빛을 쬐는 과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서의 

반사로 인하여 상(像)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패턴이 나노 사이즈로 작

아지면서 포토레지스트의 두께가 낮아지는데, 이

로 인한 에칭 및 이온 임플란트 공정에서 두께를 

보완하기 위하여 스핀-온-카본(SOC - Spin-on 

Carbon)이 사용된다.

이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포토레지스

트이다.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크기는 공정 중 사

용하는 빛의 파장과 비례한다. 빛의 파장이 작

아지면 그 파장에 감응하는 감광 특성이 달라진

다. 이에 따라 포토레지스트는 빛의 파장에 따라 

G-line용(436nm의 파장), I-line용(365nm), KrF

용(248nm), ArF용(193nm) 등으로 분류하며, 반사 

방지막도 파장에 따라 분류한다. 희석액은 포토

레지스트나 반사 방지막의 도포량을 줄이거나 결

점 없는 도포막을 만들기 위하여 KrF 및 스핀-

온-카본용 및 ArF 포토레지스트용을 사용하기

도 한다. 그러나 현상액이나 박리액, 스핀-온-카

본 등은 그러한 구분이 없다.

다. 소재기술 개발의 배경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65년 미국과 일본의 자

출처 : 동진쎄미켐 사내 교육자료

<그림 4-34> Photolithography 공정

출처 : 동진쎄미켐 사내 교육자료

<그림 4-33> 반도체 공정과 공정별 사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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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진출하여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점차 주문자 생산 방식(OEM)으

로 일괄 생산체계를 갖추어 가던 중 1974년 삼성

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었다. 삼성은 1983년 이병철 당시 회장의 ‘도쿄 선

언’을 통하여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

였고,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개발·생산하기 시작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오늘날의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성뿐 아니라 현대

전자, 금성반도체(현 LG) 등도 비슷한 시기에 반

도체 사업에 진출하여 대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졌

다. 하지만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재

들, 특히 본 장에서 다루는 포토리소그래피 소재

는 전량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동우화인켐, 동진화성(현 

동진쎄미켐)을 비롯하여 금호석유화학, 제일합섬 

등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선진화된 해

외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체 개발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 배경으로는 당시 국내 시장

을 과점하고 있던 외국 기업들이 기술 제공에 부

정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후

반의 반도체는 수 마이크론의 비교적 큰 패턴이 

사용되었으므로 감광성 재료에 경험이 있던 국내 

회사들이 도전할 만한 수준이었고, 모방과 응용

도 가능하였다.

라. 소재별 주요 개발 연혁

<표 4-8>은 소재별 주요 개발 연혁을 정리한 내용

이며, <그림 4-35>는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소재 적층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4.5.2   기술도입(1988~1996)    

: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개발

1980년대 성장하던 한국 반도체 산업은 포토리소

그래피 공정용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

었다. 공정 소재에 대한 이해도 역시 매우 낮았기 

때문에 공정 중 소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외국 소재 업체들에게 제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재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특히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포토레

지스트를 중심으로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최초의 국산화는 동진화성(현 동진쎄미켐)에서 

이루어졌다.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와 나프토

퀴논 디아지드 화합물을 감광재로 사용하고, 이

를 에틸셀로졸브라는 용매에 녹여 제품화하였

다. 당시 동진화성은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봉지

재(Epoxy Molding Compound)를 개발하여 국내

에 공급하고 있었다. 이때 봉지재 원료 중 하나였

던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Novolak Resin 또는 

Novolak Polymer)가 포토레지스트의 주원료인 것

에 착안하여 국내 최초로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시작하여10) 1989년 G-line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제품은 처음에는 LED 업체에, 이

후에는 반도체 업체에 공급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일본 스미토모화학과 동양화학

의 합작회사인 동우화인켐이 설립되었다. 동우화

인켐의 익산 공장에서 스미토모화학이 개발한 

I-line 포토레지스트의 현지 생산을 시작함으로

써 국내에서도 G-line 및 I-line 포토레지스트 양

산을 본격화하였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의하

여 노광된 부위와 노광되지 않은 부위의 특정 용

매에 대한 용해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패턴을 형

성한다. 이 용해속도 차이가 클수록 구현할 수 

있는 패턴 크기가 작아지고, 안정적인 패턴을 만

들 수 있다. 용해속도는 노볼락 폴리머(Novolak 

Polymer)가 가지고 있는 용해 특성, 그리고 빛에 

의하여 구조를 바꾸어 용해속도가 증가하는 특

성을 갖는 감광재의 설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당시 연구자들은 페놀 대신 다양한 크레졸을 적

용하고, 감광특성을 갖는 성분을 한 분자에 1개 

이상 갖도록 구조를 설계하여 보다 우수한 특성

을 갖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폴리머와 감광재를 각각 수백 종 넘게 합성

하고, 이들을 조합함으로써 당시 수입산에 비하

여 특성이 우수한 G-line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포토레지스트는 먼저 

제조공정이 단순한 LED 제조공정에 응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 받은 후 메모리 반도체 제조공정에

도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 최초의 포토레지스트가 개발됨에 따라 반

도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소재의 국산화가 시작

되었다. 이로써 공정 소재의 현지화를 통하여 수

급을 안정화하였고, 비싼 값에 구입하던 외산 소

재를 대체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었으며, 소재 관련 기술 서비스를 통한 품질 안정

화도 이룰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포토레지스

트의 원자재인 노볼락(Novolak) 수지와 감광재 등

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하여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초 원자재부터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

었다.

포토레지스트뿐 아니라 당시에 현상액, 희석액, 

박리액도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었다. 수용성 알

칼리 용액인 현상액은 포토레지스트에 비하여 쉽

게 개발되었다. 당시에는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개발·공급되었지만 

현재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첨가제 없이 공급되고 

있다. 희석액은 노광 전 포토레지스트의 용해가 

주기능이므로 포토레지스트의 용제를 이용하여 

10) 대학원에서 감광성 물질을 연구하였던 이부섭 회장(당시 사장)의 의지와 

 박정문 전 사장(당시 부장)의 지도 아래 김재현, 이상호 등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출처 : 동진쎄미켐 사내 교육자료

구분 내용 상업화(년)

포토레지스트

1989 G-line 포토레지스트 개발 1990

1992 I-line 포토레지스트 개발 1994

1996 KrF 포토레지스트 개발 2002

1998 ArF 포토레지스트 개발 2002

현상액 1989 현상액 개발 1990

희석액

1989 일반용 희석액 개발 1993

2002 KrF 포토레지스트용 희석액 개발 2004

2004 ArF 포토레지스트용 희석액 개발 2005

박리액 1989 박리액 개발 1992

반사 방지막
1998 KrF용 반사방지막 개발 2002

1998 ArF용 반사방지막 개발 2002

스핀-온-카본 2006 스핀-온-카본 개발 2009

<표 4-8> 소재별 주요 개발 연혁

출처 : 동진쎄미켐 사내 교육자료

<그림 4-35>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소재 적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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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쉽게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 도포막에 용제가 쉽게 침

투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후 첨가제로 인한 

금속 이온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토레

지스트 용제보다 강한 용해 특성을 갖는 용제를 

혼합시킨 희석액이 개발되었다. 이 희석액은 모든 

포토레지스트에 널리 사용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포토레지스트의 해상력을 높이

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낮은 감광재가 

사용되면서 KrF용 희석액, ArF용 희석액으로 특

화되었다. 박리액은 패턴 전사 공정 중 에칭이나 

이온 임플란트 공정을 통하여 또 다른 변성이 일

어난 포토레지스트를, 실리콘 웨이퍼에 형성된 회

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말끔하게 제거하기 위하

여 다양한 종류의 유기 용제를 혼합함으로써 개

발·상업화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박리액은 이후 

LCD 공정에서도 유사한 포토레지스트가 사용됨

에 따라 응용 분야가 확대되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1990년 이후 요구

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 크기가 수 마이크론에서 

0.5마이크론으로 줄어들었다. 436nm의 파장으로

는 패턴 형성에 한계가 있어 365nm(I-line) 파장

이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436nm보다는 365nm에

서의 감도가 높은 포토레지스트의 개발이 필요하

게 되었다. 365nm에 대한 감도가 향상된 새로운 

구조의 감광재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또한 패

턴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패턴의 쓰러짐을 막

기 위하여 포토레지스트의 두께도 낮아졌다. 이

에 따라 후속 공정에 패턴의 열적·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볼락 폴리머 역시 높은 열

안정성과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새로운 반응기를 

도입해야 하였다. 감광재는 공액 길이(conjugation 

length)를 조절하여 감응하는 파장에 맞추고, 

G-line용 감광재와 마찬가지로 한 분자에 여러 

개의 감광 성분을 가져 감도를 높이며, 빛에 의하

여 현상액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합성되었다.

노볼락 폴리머에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크레졸

(Cresol)뿐 아니라 크실레놀(Xylenol) 등과 포름

알데히드 대신 벤즈알데히드 등을 사용하여 높

은 열적·기계적 안정성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365nm의 파장에서 300nm의 패턴이 안정되게 형

성되는 등 패턴의 크기와 패턴의 안정성을 확보하

였다. 동시에 높아가는 반도체 집적도에 맞게 포

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응용될 수 있었다.

포토레지스트는 감응하는 파장 외에 노광 후 

현상액에 대한 용해도 증감에 따라 포지티브

(positive) 타입과 네거티브(negative) 타입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노광 후 빛을 받은 부위의 현상액에 

대한 용해도가 상승하면 포지티브, 감소하면 네

거티브 타입으로 분류하는데 각각 응용하는 공

정이 다르다.

동진화성은 포지티브 타입의 G-line과 I-line 포

토레지스트에 이어 네거티브 타입의 포토레지스

트 개발에도 성공하여 상업화하였다. 네거티브 

타입의 포토레지스트는 포토레지스트의 패턴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도금을 하는 일렉트로플레

이팅(Electroplating) 공정에 적용된다. 이는 지금도 

LED나 반도체 조립공정 중 범핑(bumping) 및 재

배선 공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4.5.3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증가(1996~2002)

이처럼 소재 개발은 거듭 성공하였으나 외국 업

체에 비해서는 아직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

였다. 국내에서 I-line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동안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248nm

의 파장을 이용하는 KrF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

고 있었던 것이다. 1994년 당시 G-line 및 I-line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업체는 동우화인켐과 

동진화성(현 동진쎄미켐)뿐이었다. 즉 G-line 및 

I-line 포토레지스트 외의 첨단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KrF 포토레

지스트는 248nm의 빛을 사용한다. 당시 포토레

지스트용 수지는 모두 벤젠 고리를 가지는 구조

였는데, 이는 후속 공정에서 열적·기계적 안정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벤젠 고리는 248nm의 파장에 일정 이

상의 광흡수율을 갖고 있었다. 노광 공정에서 

광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광반응 메커니

즘을 포토레지스트에 응용하였다. 그것이 이른

바 화학 증폭형 포토레지스트(CAR - Chemically 

Amplified Photoresist)이다. 기존의 포토레지스트 

감광재는 광자 하나에 감광재 하나가 반응하는 

데 비하여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포토레지스트

는 광자 하나에 여러 개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

였다. 즉 노광에 의하여 촉매가 생성되고 이 촉

매가 수지의 용해 특성을 변화시키는 반응을 여

러 번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 촉매로 사용하

는 것이 산(酸, Acid)인데, 이 산은 노광에 의하

여 발생한다. 따라서 CAR에서 사용되는 감광재

를 광산 발생제(PAG - Photoacid Generator)라고 

부른다. CAR에 사용되는 폴리머는 주로 비닐페

놀(Vinylphenol)을 사용하는데, 이 폴리머는 기본

적으로 알칼리 수용액인 현상액에 대한 용해도

가 높다. 노광 전후의 용해도 차이를 주기 위하여 

이 폴리머가 가지고 있는 하이드록실(hydroxyl)기

를 일부 치환해 주어 알칼리 수용액에 대한 용해

도를 낮추는데, 이를 프로텍션(Protection) 반응이

라고 한다. 이 프로텍션이 된 그룹은 산(酸)에 의

하여 가수분해 된 후, 다시 하이드록실(hydroxyl)

기로 바뀌어 원래의 높은 용해도를 갖는다. 이러

한 반응을 통하여 노광부와 비노광부의 용해도 

차이를 만들어 패터닝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갖는 포토레지스

트가 개발되면서 선진 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하여 

각각의 기술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모방과 응

용이 쉬웠던 G-line 및 I-line 포토레지스트에 비

하여 그 기술 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다소 손쉽게 국산화가 이루어졌던 포토레

지스트는 기본 소재부터 기술적 차별성을 갖도

록 개발되어야만 하였다. 이로써 기술의 국산화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국산화는 동진쎄

미켐과 금호석유화학이 주도하였다. 여러 프로텍

션 그룹(Protection group)을 갖는 고분자와 유기산 출처 : 동진쎄미켐 사내 교육자료

<그림 4-36> I-line 포토레지스트의 패턴(0.5마이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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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기산을 발생시키며, 다양한 광감응 구조

(Chromophore)를 갖는 PAG가 설계·합성되어 응

용되었다. 또한 공기 중에 있는 염기성 물질(base 

material)들이 포토레지스트에서 발생한 산을 중

화시켜 광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첨가제도 여러 가지로 고안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은 소재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토대 위에 

선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조성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개

발에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공정 

개발 단계부터 선진 기업뿐 아니라 국내 소재 업

체들에도 소재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

고, 소재에 대한 공동 개발도 진행하기 시작하였

다. 이 시기에 국내 포토레지스트 업체들은 주요 

성분에 대한 설계 및 합성기술, 그리고 광화학 반

응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나갔다. 또한 각 구성 

성분의 특성이 포토레지스트에서 어떠한 특성으

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다양하게 축적하

였다. 공정소재는 결국 그 소재가 사용되는 공정

에서 평가를 받아야만 정확한 단점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새로운 메커니즘을 갖는 이 CAR 타입의 포토레

지스트는 고객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하여 완성도

가 높아졌다. 아울러 KrF 포토레지스트와는 그 

구조가 전혀 다르지만 똑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하

는 ArF 포토레지스트도 수년 뒤에 개발되기 시작

하였다. 외국 업체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은 바로 

이 ArF 포토레지스트의 개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이 KrF 포토레지스트를 개

발에 착수한 것은 외국 선진 기업에 비하여 4~5

년가량 늦었지만, ArF 포토레지스트 개발은 불

과 1년 남짓밖에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

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만드는 패턴의 크기가 0.3

마이크론 미만으로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포토레

지스트 필름의 두께도 1마이크론 이하로 낮아졌

다. 두께가 낮아지면서 포토레지스트에 의하여 흡

수되는 빛의 양이 적어져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의 반사가 심해졌고, 입사광과 반사광 사이의 상

쇄 및 보강 간섭에 의하여 패턴 왜곡이 심해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포토레지스트와 실리콘 웨

이퍼 사이에 노광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흡광체

(Chromophore)를 포함하는 반사 방지막(BARC - 

Bottom Anti-Re� ective Coating)이 개발되었다.

반사 방지막은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흡광체를 

포함하는 고분자와 가교제, 코팅 특성을 돕기 위

한 첨가제 및 용제로 구성된다. 이중 가교제는 코

팅이 된 후 열에 의한 가교 반응을 통하여 그 위

에 도포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용제에 반사 방지막

을 녹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반사 방지

막은 노광 파장에 맞도록 KrF용과 ArF용으로 개

발되었다. 2002년 동진쎄미켐과 금호석유화학은 

KrF용과 ArF용 반사방지막을 출하함으로써 국산

화를 실현하였다.

4.5.4 선도 기술로 전환(2002~2012)

ArF 광원(193nm)을 이용한 ArF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반도체 양산공정에 사용되면서 이 광원에

서 최대한의 해상력, 즉 가능한 작은 패턴을 구현

해낼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의 개발이 본격화되었

다. 이 시점부터는 국내 포토레지스트 회사들도 

동등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이 시기 

이전에는 미국과 일본의 선진 기업들만이 새로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설계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신규 고분자와 광산 발생제, 그리고 다양한 

첨가제들을 먼저 합성하고 적용하였다. 국내 업체

들은 그 설계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사한 성

능을 낼 수 있는 구조의 고분자를 합성하면서 포

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었다. 즉 개념은 모방하

고 실제 사용하는 원자재들의 구조는 다르게 하

여 개발해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진 기업들

에 비하여 1~2년 늦게 개발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그들과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공

동개발의 기회를 얻으면서 동일한 시기에 차세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다른 소재들을 개발하

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내 소재 업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개발 경험과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국내 소재 업체들

이 반도체 공정의 특징에 맞는 고청정 소재를 생

산하는 등 제조와 품질 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면

서 발생한 신뢰감과 자신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한편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

기고 위기감에 사로잡힌 일본이 정부 주도로 부

품·소재 개발 선점 등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하

여 공공연하게 견제하였다. 이는 첨단소재에 대한 

국내 반도체 업체와 국내 소재 업체와의 공동개발

을 부추긴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동진쎄미켐을 비롯한 국내 소재 업체들

은 ArF 포토레지스트뿐 아니라 F2(157nm)용 포토

레지스트, EUV(13.5nm)용 포토레지스트 등을 동

시에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동진쎄미켐

은 2002년에 미국 Texas Instruments에 ArF 포토

레지스트를, 2004년 하이닉스 반도체에 ArF 포토

레지스트와 ArF 반사방지막을 공급함으로써(전

자신문, 2010), 선진 기업들과 기술적으로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금호석유화학도 2006년부터 

ArF 포토레지스트를 하이닉스반도체에 공급하면

서 국내에서도 첨단소재의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

는 긍정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국내 반도체 공정소재 기술이 성숙되면서 그동

안 동진쎄미켐과 금호석유화학 두 업체가 주도해 

온 반도체 공정소재의 국산화에 새로운 업체들

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그룹 계열의 제일모

직, 계면활성제를 주로 생산하였던 영창화학, 한

국알코올 계열의 ENF테크놀로지 등이 그들이다. 

제일모직은 1990년대에 반도체 봉지재료인 EMC

로 반도체 소재 산업에 진출하였다. 2000년대에

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소재 중 하나인 스핀-

온-카본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관계 회사인 삼

성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제일모직은 현재 

스핀-온-카본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기술을 이전한 미국의 

Global Foundries에도 같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포토레지스트와 반사방지막 등을 개

발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CMP Slurry도 공급하고 있다. 영창화학은 2008

년 계면활성제 기술을 응용하면서 반도체 공정

소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초순수

(Deionized water, 超純水)11)에 계면활성제 및 알

11) 이온이 제거된 순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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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류 첨가제를 섞은 후, 현상액에 의하여 패턴

이 형성된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쓰러짐을 방지하

기 위하여 린스(rinse)액을 개발하였다. 포토레지스

트의 패턴의 크기가 80nm 이하로 줄어들면서 현

상액에 의하여 패턴이 형성된다. 초순수(Deionized 

water, 超純水)로 세정을 할 때 초순수와 포토레

지스트 간의 표면 에너지 차이로 인하여 패턴의 

쓰러짐이 발생한다. 영창화학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린스액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영창화학은 

I-line 및 KrF 포토레지스트와 스핀-온-카본 등

의 개발에 성공하여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

ENF테크놀로지는 처음에는 포토레지스트용 고

분자와 단량체(monomer), 광산발생제(PAG)를 국

산화하여 한국 및 일본 포토레지스트 업체에 공

급하였다. 2005년부터는 사업영역을 넓히고, 희석

액을 개발하여 국내 반도체 회사에 공급하고 있

다. 또한 고순도 불산(HF)을 들여와 국내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는 등 사업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소재 산업이 확장되

면서 이 소재들의 원자재 산업도 발전하기 시작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용제(Solvent)의 국산화, 포토

레지스트 및 반사방지막용 고분자, 광산 발생제

의 국산화를 위하여 신규 업체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는 원재료부터 반도체까지의 

일괄 개발 및 생산 체계가 국내에 형성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아직 그 자급률이 기대만큼 높

지는 않다. 하지만 포토리소그래피 시장에서 국

내 소재 업체들이 계속 선전하고 있으므로 원재

료 업체들의 규모와 개발 투자가 아울러 증가하

는 시너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대 초반까지 I-line, KrF 및 ArF 포토

레지스트에 상관없이 같은 조성의 희석액이 사용

되었다. 그러다 KrF 및 ArF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용해성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에서 선도적

으로 공정별 희석액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동

우화인켐과 동진쎄미켐의 주도로 시작된 이 개발

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들과 공동

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과 2004년에 KrF용 및 

ArF 포토레지스트용 희석액이 잇달아 개발되어 

시장에 적용되었다. 이 희석액들은 용해성이 뛰어

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사용되었던 

희석액들에서 나타났던 불용성 입자의 발생과 같

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뿐만 아니

라 포토레지스트의 사용량을 절반까지 줄여 반

도체 업체들의 원가 절감과 수율 향상에도 기여

하였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에 일조하였다. 현재 국내 희석액 시장 중 KrF 희

석액의 70%는 동진쎄미켐이, ArF 희석액은 동우

화인켐과 동진쎄미켐이 100% 공급하고 있다.

4.5.5 선도 기술개발과 기술전망(2012년 이후)

2008년부터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연구개발

과 관련하여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동진쎄

미켐은 ArF 스캐너, KrF 스캐너, CD SEM, 패턴 

디펙트 인스펙션 툴(pattern defect inspection tool) 

등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고가의 설비들을 도

입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금호석

유화학도 ArF 스캐너를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 인

프라를 구축하고 포토레지스트 등 공정소재 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같은 연구개발 투자는 한편으로는 국내 소재 업

체들의 제품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의 결과로 일부 

품목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개발되기 시작

하였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3D NAND Flash에 

사용되는 KrF � ick Photoresist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포

토레지스트가 구현해야 하는 패턴의 크기도 그에 

따라 작아져야 했다. 20nm 미만의 작은 패턴이 

요구되면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그 단계가 늘

어나고 복잡해졌다. 반도체의 제조원가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반도체 

구조가 3D이다. 이 구조는 그동안 평면적으로 만

들어진 소스-게이트-트레인(Source-Gate-Drain) 

구조를 수직으로 세워,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

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다. 즉, 단독주택에서 고층 

아파트 형태로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구조는 휴대폰이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대체할 저장장치(SDD)에 사용

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NAND Flash에 적용되었

다. 이 3D NAND Flash에 다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두꺼운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하다. 

동진쎄미켐은 5마이크론 이상의 KrF 포토레지스

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2013년부터 삼성전자

에 공급하였다. 이 KrF 포토레지스트는 패터닝은 

물론 다양한 에칭 조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동진쎄미켐은 두께 5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

이 넘는 두께의 새로운 포토레지스트까지 독보적

인 기술을 연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동진쎄미켐과 금호석유화학은 2013년 ArF 

Immersion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Top Coatless 

ArF 포토레지스트도 개발하였다. 이를 30nm 및 

20nm 반도체 공정에 공급함으로써 선진 기업과 

기술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38>은 동진쎄미켐의 Top Coatless ArF 포

토레지스트이다.

제일모직은 스핀-온-카본을 세계 최초로 상용

화하였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와의 공

동 개발로 그동안 사용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을 단순한 스핀 코팅으로 대체하

출처 : 동진쎄미켐 사내 교육자료

<그림 4-38>   Top Coatless ArF Immersion Photoresist 
(40nm, 동진쎄미켐)

출처 : 동진쎄미켐 사내 교육자료

<그림 4-37> ArF 포토레지스트 패턴(8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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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로써 장비 투자비 절감은 물론 삼성전자

의 원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스핀-온-

카본은 개발 이후 삼성전자 사용량의 95% 이상

을 점유하였다. 동시에 제일모직은 스핀-온-카

본의 세계 1위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반사방지막 분야에서는 동진쎄미켐이 ArF 액

침(immersion) 공정용 BARC 및 NTD (Negative 

Tone Development) 공정용 BARC의 개발에 성공

하여 16nm 및 18nm 공정의 DRAM 공정에 공급

하였다. 또한 High Etch Rate KrF BARC라는 특

수 목적의 BARC를 14nm 및 10nm Logic 공정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동진쎄미켐은 관련 기술에

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16nm 

DRAM은 201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세대인 15nm, 14nm 공정이 2018년 4월 기준 

개발 중에 있다. 10nm Logic은 2017년 개발이 완

료되어 현재 양산 중이고 7nm, 5nm 공정은 2018

년 기준 개발 중에 있다. 16nm DRAM 및 10nm 

Logic을 비롯한 이러한 공정은 최첨단 공정이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용 소재 분야에서 국내 업체

들이 세계 시장과 기술 개발을 선도한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반도체 소재 및 디스플레이 소

재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용 첨단 화학소재 분야에

서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소재 기업들

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기술개발의 기조를 건실하

게 유지하여 아직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재의 수준

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을 하는 것이다. 수요자이면서 수혜자가 되는 국

내 반도체 업체와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도 

중요하다. 또한 배후의 국산 원재료 산업의 견실

화와 첨단 반도체 소재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영업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6 이차전지 소재 산업

4.6.1 개요

이차전지는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 과정을 거쳐 여러 번 사용

할 수 있는 전지를 일컫는다. 크게 납축전지와 니

켈계 전지, 리튬이온 전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차전지 산업은 1851년 프랑스의 플랑테(G. 

Plante)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납축전지를 발명하

면서 시작되었다. 납축전지는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하기 쉬우며, 대량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납축전지는 20세기 

초반 내연기관의 엔진 시동을 위한 추가적인 전력

원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수

명이 짧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제한적인 영역에

서만 활용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니켈계 전지

는 작고 가벼워 휴대용 소형기기에 적합하다. 니

켈계 전지는 크고 무거운 납축전지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휴대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

었다. 납축전지와 니켈계 전지는 각각의 이차전지 

시장을 독자적으로 유지하였다.

20세기 말 IT 기술의 발전속도가 점차 빨라지면

서 휴대용 기기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

한 움직임에 따라 기존 니켈계 전지보다도 장수

명·고성능의 전지가 필요해졌다. 리튬이온 이차

전지는 반복 충전에도 월등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이다. 그동안 리튬의 안전성 

문제로 쉽게 상업화되지 못하여 장기간 연구가 

진행되다 1991년 일본 SONY에서 상업화에 성공

하였다. 이후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월등한 성능

과 장수명을 강점으로 휴대용 기기 시장을 빠르

게 장악하였다. 리튬이온 이차전지 소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의 4대 소재와 그 

외의 바인더, 도전재, 호일, 패키징 소재 등의 부

품류로 나누어진다. 4대 소재의 시장규모는 2016

년 기준으로 약 7조 원 수준이며, 리튬이온 이차

전지 시장의 확대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2020년에는 4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소재에 대한 자세한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4.6.2 이차전지 소재별 기술

가. 양극재

1991년 SONY에서 LiCoO2를 양극재로 사용하여 

리튬이온 이차전지를 최초로 상업화한 이후 다양

한 종류의 양극 활물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었다. 그중 스피넬 LiMn2O4는 구조적으로 안

정하고, LiNiO2은 70% 이상의 리튬이 가역적으

로 충·방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량 재료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스피넬 LiMn2O4의 경우 

용량이 작고 고온에서 망간이온 용출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고, LiNiO2는 전지

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LiCoO2, LiNiO2 및 LiMn2O4의 장점을 

혼합한 3성분계 Li[Ni, Mn, Co]O2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철을 포함하는 올리빈 LiFePO4에 

출처 : Yano Research Institute, 2015

<그림 4-39> 리튬이온 전지용 4대 소재 연도별 매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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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CM 3성

분계 소재는 자동차 전지용 양극재로 가장 주목

을 받고 있다. 이는 LiNiO2의 고용량성, LiCoO2

의 안정한 전기화학적 특성, LiMnO2에서 망간의 

열적 안정성 및 낮은 가격과 같은 장점들을 결합

시킨 것으로서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질을 나타낸

다. 3M이 특허를 보유한 Li1-xNi1/3Co1/3Mn1/3O2

는 충·방전 시 구조 변화가 거의 없어 충·방전은 

물론, 전지에 적용하였을 때 수명과 안전성의 측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2006년 LG화학은 이러한 NCM을 이루는 조성

들을 조정한 Li1-xNi0.5Co0.2Mn0.3O2 물질을 개발

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였다. 또한 이

를 자사의 소형 전지에 적용하여 고에너지 밀도

화 및 Co 사용량 감소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하였다. 최근에는 이 재료의 장점을 그대로 유

지하면서 Ni의 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NCA, 

NCM811 등의 새로운 고용량 소재들이 경쟁적으

로 개발되었다. 그 외에도 용량 250mAh/g 이상을 

갖는 리튬 과잉 산화물계(Li rich oxide)계, 유연하

면서도 저가화가 가능한 유기 양극재 등이 아르

곤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 스탠포드 대

학 및 미국의 벤처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 4-40>은 지금까지 알려진 3~4V 영역의 주

요 양극재와 고용량 음극재를 전극 전위, 용량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양극재 관련 주요 업체로는 

벨기에의 Umicore, 일본의 Nichia, 중국의 호남샨

샨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LG화학, L&F, 에코

프로 등이 NCM, LCO계 소재를 위주로 생산하

고 있다.

나. 음극재

초기의 리튬 이차전지는 리튬금속을 음극재료로

서 많이 사용하였다. 리튬금속은 3,840mAh/g의 

높은 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충·방전을 반복하였을 때 리튬금속이 석출되

어 수지상 형태로 성장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

는 전지의 내부 단락 현상은 안전성 측면에서 문

제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하여 다양한 소재가 연구되었다. 특히 탄소계 음

극재는 리튬이온과의 전기화학 반응전위가 리튬

금속에 매우 가깝고, 리튬이온의 삽입 탈리 과정 

동안 결정구조의 변화가 작아 전극에서의 지속적

이고 반복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 가능하다. 이러

한 특성은 리튬 이차전지가 높은 용량과 우수한 

수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탄소계 음극재는 1991년 SONY가 양산 적용한 

용량 170mAh/g의 비정질11) 하드카본부터 용량 

360mAh/g 이상의 흑연계 소재까지 다양한 형태

의 구조를 가진다. 개발 초기에는 히타치 화성, 

미쯔비시화학, JFE 등 일본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이후에는 BTR, 지

첸, 샨샨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한국에서는 최

근 포스코켐텍에서 천연 흑연계 음극재, 포스코

ESM에서 LTO계 음극재를 양산하여 판매하기 시

작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흑연의 이론 저장용량

(372mAh/g)을 크게 뛰어넘는 Si과 Sn과 같은 고

용량 금속계 음극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Si은 금속리튬과 유사한 이론용

량(3,600mAh/g)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

어 부피 팽창에 따른 수명 열화 등의 문제가 해결

된다면 향후 고에너지밀도 전지 개발에 주요한 소

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분리막

분리막은 그 자체로는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

지 않는 비활성 소재이나 전지를 작동시키기 위

하여 필수적인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제

공한다. 또한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억제

하는 중요한 물질로서 양극, 음극, 전해액과 함

께 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

심소재 중의 하나이다.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은 수 nm~수 ㎛ 크기의 기공을 갖는 미세 다공

성 고분자막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리

막은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 폴리프로필

렌(PP - Polypropylene) 등의 폴리올레핀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화학적

으로 안정하고, 가격 또한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상용화된 분리막 제품들은 대개 0.03~1㎛ 크

기의 기공과 30~50% 정도의 기공도12)를 나타내

며, 기공 폐쇄온도(thermal shut down temperature, 

PE : ~135도, PP : ~160도)가 낮다. 따라서 내부 

단락으로 전지 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분

리막이 용융되어 기공들을 막음으로써 리튬이온

의 이동을 차단시키고 발열반응을 지연시켜 전지

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 세계의 폴리올레핀계 분리막 원단시장

은 Asahi, Toray 등의 일본 업체가 장악하고 있

으며 최근 들어 한국의 SKI, W-Scope와 중국의 

Senior, 상해에너지 등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폴리올레핀계 분리막은 재료적 특성과 연신을 포

함하는 제조공정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100도 이

상에서 열수축(thermal shrinkage)이 나타난다. 금

속입자와 같은 전지 내부 이물질들에 의하여 물

리적으로 쉽게 파열될 수 있고 이것이 양극과 음

극 사이의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절대적인 원인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폴리올레핀 계열의 분리막, 부직포 또는 전

극 표면에 나노 입자(SiO2, TiO2, Al2O3 등)와 바

인더로 구성된 코팅층을 도입시킨 신규 세라믹 코

팅 분리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8년 LG화학에서 개발한 SRS (Safety reinforced 

separator)는 폴리올레핀 분리막에 나노 구조의 무

기물을 마이크론(micron) 두께로 코팅하는 기술

이다. SRS는 기존 분리막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열적·기계적 강도를 구현함으로써 내외부적인 충

격에 대한 안전성이 탁월하여 전지의 내부 단락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재이다. LG

11) 원자나 분자의 배열 상태에서 주기적 규칙성이 결여되어 다소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12) 다공질 재료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그 전체 부피에서 차지하는  

 정도이다.출처 :  J. M. Tarascon, M. Armand, 2001, Nature 414 (15)

<그림 4-40>   리튬이온 전지용 주요 양극재·음극재의  
용량과 전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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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은 현재 이 기술을 적용한 분리막을 대부분

의 자사 전지에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Toray, 

Ube, Senior 등에 기술 라이선싱을 하였다. 이외에

도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신규 소재 도입,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한 박막화 기술 등을 중심

으로 분리막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라. 전해질

전해질은 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일반적으

로는 용매와 염으로 구성되며 용융 전해질 등도 

포함된다. 용매가 액체인 경우 액체 전해질(liquid 

electrolyte), 무기화합물 또는 고분자와 같은 고체

인 경우에는 고체전해질(solid electrolyte)이라 부른

다. 특히 용매가 고분자인 경우는 고분자 전해질

(polymer electrolyte)이라 한다. 현재 시판 중인 대

부분의 리튬이온 이차전지에는 LiPF6와 같은 리

튬염을 카보네이트(carbonate)계 유기용매에 용해

시킨 유기전해질이 사용되고 있다. 전해질 역시 

다른 소재와 비슷하게 일본의 Ube, 미쓰비시화학 

등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

어 중국의 장가항, Tinci 등의 업체들이 저가화를 

무기로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낙스이텍, 솔브레인, 엔켐 등이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

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면서 겔형 고

분자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고분자, 유기용매, 리튬염으로 구성되며 고체 고

분자 매트릭스 내에 유기전해액을 함침(含浸)시켜 

제조된다. 이들은 외형상으로는 고체 필름상태

이지만 고분자 사슬 내로 스며든 전해질에 의하

여 이온 전도도 값이 ~10-3S/cm수준을 나타내므

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갖는 안전성과 액체 전

해질의 높은 이온전도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사

용되는 대표적인 고분자로는 폴리아크릴로나이트

릴(PAN),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VDF), 폴

리에틸렌 옥사이드(PEO)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아크릴레이트 계열의 가교제를 사용하여 화학적 

가교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고체 전해질은 산화물(oxide)계, 황화물(sul� de)계, 

고분자계 등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주로 학계

와 국책 연구소, 미국의 벤처업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동경공대

의 칸노(Ryoji Kanno) 교수를 중심으로 액체 전해

질과 유사한 10-2S/cm 수준의 이온전도도를 확보

하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활

물질 계면에서의 저항 문제와 공정 문제 등은 큰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마. 바인더, 도전재

바인더는 전극을 기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활물질과 집전체가 

되는 Cu, Al 호일과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양극용 바인더로는 PVDF계, 음극용

으로는 SBR (Styrene-Butadiene Rubber)와 CMC 

(Carboxy Methyl Cellulose)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

으며, 향후에는 고에너지 밀도화를 위한 High Ni

계 양극재, Si계 음극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

서 이러한 활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바인더

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극에서 활물질 입

자 간 또는 금속 집전체와의 전자전도도 향상을 

목적으로 소량 첨가하는 미세분말 탄소를 도전

재(導電材)라 하며 대표적 물질로는 카본블랙, 아

세틸렌블랙, 케첸블랙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가

량을 줄이고 도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CNT 

(Carbon Nano Tube)와 같은 선형의 도전재들이 

양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래핀 등과 

같은 면형의 도전재, 그리고 복합화된 도전재 등

의 적용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6.3 전지 기술

가. 소형 전지

소형 전지는 원통형,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또는 

폴리머 전지)의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원통형과 

각형은 배터리 형태에 따른 명칭이고, 파우치형

은 포장재로 금속 캔이 아닌 얇은 파우치를 사용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원통형 전지는 노트북 배터리로, 각형 전지는 탈

착식 스마트폰용 배터리로 사용되었으며, 파우치

형은 상기 전지가 구현하지 못하는 크기나 두께

를 구현함으로써 보완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원통형 전지를 

적용한 노트북의 발화로 인한 리콜(예 : 소니의 

대규모 리콜 사태, LG화학·애플 노트북 리콜 등)

이 발생하고, 애플이 2000년대 중후반 맥북에어

와 같은 얇은 신형 노트북을 출시하면서 전지의 

흐름은 원통형 전지에서 얇고 넓은 파우치형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얇고 넓은 형태의 배터리 디자인은 노

트북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2007년에 발표된 아이폰은 기존의 탈착식 배터리

가 아닌 내장형 배터리를 통하여 세련된 디자인

을 선보였다. 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화웨

이(Huawei)를 위시한 중국 모바일 업체가 이를 따

랐고, 삼성전자도 2015년부터 본 흐름에 동참하

였다. 이러한 IT 업계의 변화는 기존의 각형 전지

에서 파우치형 전지로의 변화를 이끌었고, 좀 더 

얇고 넓은 파우치형 전지를 위한 에너지 밀도 상

승이 요구되었다. 파우치형 전지의 에너지 밀도 

상승을 위하여 LG화학과 삼성SDI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기존의 340mAh/g 수준의 인조흑

연을 SBR 수계 바인더를 사용하는 천연흑연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하여 5% 이상의 용량 증가를 

이뤄냈다.

이후 에너지 밀도 상승은 충전전압 상승을 통해

서 이루어졌고, 2006년 LG화학에서 원통형 4.35V 

2.6Ah 전지가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고전압 상태에서 양극 활물질과 전해

액 간의 반응을 최소화하여 파우치형 전지에도 

최초로 적용되어 LG전자와 모토로라향 스마트폰

에 내장형 배터리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충전전압 

상승은 2014년 4.4V용 전지 개발로 이어졌고, 현

재는 각사에서 4.45V 이상급 전지 기술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밀도 상승은 안전성

을 유지하는 기술도 동시에 필요로 하였다. 국내 

기업들은 세라믹 코팅된 분리막을 사용하거나 전

출처 : LG화학 실험결과

<그림 4-41> SRS 분리막 SEM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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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세라믹을 코팅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까지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은 기존의 

사각형 사이즈에서 재료를 변경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IT 기기의 고사양화에 

따른 용량 증가 요구를 맞출 수가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LG화학은 2013년 스택 앤 폴드

(stack & fold)13)라는 독특한 셀 구조를 바탕으로 

계단형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하여 양산 공급하였

다. 이는 2개의 폭이 다른 전극으로 구성된 2단 

구조로서 와인딩(winding)14)에서는 2개의 젤리롤

(jelly roll)15)로만 구현 가능하였던 것을 일체형으

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객사 스마트폰 

뒷면을 곡면으로 구성할 때 발생하는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 활용률을 8~26%

까지 높일 수 있었다. 나아가 2015년 애플사 맥북 

12인치에 들어간 프리 폼 배터리(free form battery) 

개발이 이어졌고, 이로써 기존 사각형 배터리 대

비 35% 용량 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국내 기업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에 헥사곤(hexagon) 형태의 배터리

까지 개발함에 따라 파우치형 전지는 사각을 넘

어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로 진화했다.

이러한 IT 기기 변화에 따라 원통형 전지는 추가

적인 용량 개선보다는 원가 절감을 목표로 연구

되었다. 그 중 하나가 파우치형 전지와 달리 가스 

발생에 둔감한 원통형 전지에서 전압을 낮추면서 

니켈 리치(Ni rich)인 NMC 양극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확보된 원가 경쟁력과 사

이즈의 규격화는 소형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 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EV 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각형과 파우치형의 

대형 셀을 개발하여 EV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테슬라(Tesla)에

서 원통형 셀을 이용한 EV 모델을 출시하면서 원

통형 셀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LG화학은 

2013년 EV용 원통형 셀 개발을 시작하였다. High 

Ni 양극 활물질 NCM811을 활용하여 고용량화

를 달성하였고 2014년에 3.2Ah의 용량을 구현 가

능한 MH1 셀이 양산되었다. 그 후 2015년 3.6Ah 

용량의 M36 셀을 Tesla향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

다. 그 외에도 EV bus, 상용 트럭까지 타깃 고객

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점점 시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던 원통형 전지는 파우치 셀

이나 각형 셀 대비 비약적인 수요의 증가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자동차 전지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에너지를 공

급하는 전지이다. 전지의 성능 및 가격 개선 속도

는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자동차용 전지는 여러 종류가 있으

나, 대부분의 전기자동차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를 채용하고 있다. 리튬이온 전지

는 기존 납축전지, Ni-MH 전지에 비하여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무게와 부피가 매우 중요한 

전기자동차에 채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

능을 계속 개선하면서 전기자동차용 전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리튬이온 전지는 1991년 일본의 Sony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최초 상용화되었으며, 

2000년까지는 Sanyo, Panasonic, Hitachi 등 일본의 

주요 전지 회사들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

악하고 있었다.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리튬이온 전지가 미래에너지

원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1)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양산(2009, LG화학)

LG화학에서 개발한 ‘현대자동차 Hybrid 전기자동

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용 리튬이온 폴

리머 전지’는 기존 HEV 차량에 적용된 Ni-HM 

전지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가진 

리튬 폴리머 전지이다. 2009년 세계 최초로 상용 

차량에 적용·양산되었다.

LG화학은 고수명 및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양극

재(Mn-spinel계 양극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안

전성 향상 분리막 기술과 Al-라미네이티드 파우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5. 7. 6.

<그림 4-43>   LG화학 프리 폼(free form) 배터리가 장착된  
맥북 12인치 제품

13) 양극과 음극을 분리막에 붙여서 바이셀을 제조하고, 이를 긴 분리막상에 

 차례로 위치시킨 후 접는 식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방식이며,  

 충·방전시 전극의 뒤틀림 등이 없어 치수 안전성이 우수하다.

14)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을 두루마리 휴지 감듯이 감아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방식이며, 이는 사각형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의 응용이  

 어렵다.

15) 전극을 돌돌 말아서 사용하는 구조로 모양을 변형하고 자르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다.

No additive

Functional additive

출처 : LG화학 실험결과

<그림 4-42> 고전압 전지의 핵심기술 요소(표면 코팅 양극재 및 신규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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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laminated pouch) 외장재를 적용·개발함으로써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장수명의 전지 제

품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Mn-스피넬계 양극재는 

기존 양극재에 비하여 열적 안정성 및 가격 측면

에서 장점이 있지만, Mn이 전해액 내로 용출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양극재보다 수명이 단축되

는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LG화학은 이러한 수명 퇴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16만km & 15년 

이상의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

로 확보하였다. LG화학이 개발한 ‘안전성 향상 분

리막’은 폴리올레핀 분리막에 나노 구조의 무기물

을 마이크론 두께로 코팅하는 기술이다. 이는 기

존 분리막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열적·기계적 강

도를 구현함으로써 내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안전

성이 탁월하여 전지의 내부 단락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동안 자

동차 회사 및 일반 소비자들은 차량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지 변형과 그로 인한 폭발을 우

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LG화학은 자사의 안전성 향상 분리

막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를 개발하

고, 자동차 회사와의 끊임없는 검증을 통하여 안

전성을 입증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한층 높였

다. 또한 LG화학은 전지 내부의 열전달과 열방

출 등이 용이한 Al-라미네이티드 파우치 외장재

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차량 충돌

로 인한 전지 내부의 급격한 열적 변화 및 화재 

등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전지 안전성의 우려를 원

천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를 통하여 안전성과 수명

을 확보하였으며, HEV용 전지는 기존 NiMH 전

지보다 무게나 부피는 약 40% 이상, 출력밀도는 

약 60% 이상 향상되어 한 단계 진보된 기술로 평

가받고 있다.

(2) 세계 최초 양산형 PHEV인 GM Volt

HEV용 전지의 성공적인 양산에 이어, LG화학

은 미국 GM의 세계 최초 양산형 PHEV (Plug-

in Hybrid Electric Vehicle) 차량의 전지 공급 업체

로 선정되었다. HEV용 전지에 비하여 몇 배 큰 

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도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과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로

서 개발 초기 성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

나 2010년 양산에 성공했다.

HEV와는 다르게 PHEV는 외부 전원으로 전지를 

충전하여 용량이 허락하는 한 전기모터로만 주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번 충전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수록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증가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도 극대화 된다고 볼 수 있다.

GM은 미국 소비자들의 1일 주행 패턴을 분석하

여 1회 충전에 5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면 전체 

출퇴근자의 80% 이상은 하루 종일 충전 없이 전

기로만 차량을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고, 이에 필요한 용량 증대를 요청하였다. 이는 

팩 기준으로 16kWh에 이르며 전지 한 개 기준으

로는 16Ah의 용량이었다. 당시에는 소형 전지의 

용량이 최대 3Ah 수준이었으며 HEV용 전지가 

5Ah 수준이었기 때문에 용량을 3배 이상 증대하

면서도 안전성과 수명 등의 성능은 HEV용 전지

와 동등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LG화학

은 기존 HEV용 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

용하였던 Mn-스피넬 양극재의 양을 줄이고 에너

지 밀도의 향상을 위해 용량이 높은 NCM 소재

를 채용하였다. 한편 이로 인하여 약화된 안전성

은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와 대면적 

파우치 전지의 적용으로 극복하여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3)   EV 주행거리의 한계 극복한 GM Bolt용  

전지 양산(2016)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인 요소로 많은 관심을 받

았으나,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의 한

계와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본격적인 

구매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16년 출

시된 GM의 장거리 EV 차량인 GM Bolt는 한번 

충전에 380km를 주행할 수 있었다. 차량의 가격

도 4만 달러 이하로 보조금을 적용하면 3만 달러 

이하에 실질적인 구매가 가능하여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M Bolt에 채용된 LG화학의 리튬이온 폴리머 전

지는 초기 디자인부터 그동안의 전기자동차용 전

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

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동안의 전

기자동차용 전지는 에너지 대비 출력이 매우 커

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 초기 차량

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전체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

면 출력을 낮춰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

상을 전환하였다.

이는 GM과의 초기 개발 콘셉트 논의에서 충분

히 가능한 아이디어로 인정되었고, 기존 자동차

용 전지 대비 대폭 낮은 출력을 가진 배터리를 사

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 전기자동차 전지의 총 에너지는 20kWh 근

방이었으나, GM Bolt의 경우 60kWh에 가까운 에

너지를 가지므로 각각의 전지에 필요한 출력은 기

존 대비 1/3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한, 같은 원리로 자동차용 전지가 가져야 하는 

충·방전 횟수도 차량의 한번 충전 주행거리가 3

배 이상 늘어나므로 1/3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지 성능 요구조건의 하향은 전지의 

에너지를 2배 이상 늘리고,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

출 수 있는 전지의 개발로 이어졌다. 또한 LG화

학의 폴리머 전지기술과 접목되어 차량 탑재 효

율은 물론, 배터리 무게 절감에 의한 주행거리 증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4-44>   현대자동차 Hybrid 전기자동차(HEV)용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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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 이 전

지는 2013년 개발을 시작하여, 2016년 GM Volt 

전기자동차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동일

한 기술을 기반으로 300~500km를 주행할 수 있

는 전기자동차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자동차 전지 향후과제

HEV를 시작으로 장거리 EV용 전지개발까지, 지

난 10년간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태동기로서 그간

의 전지기술의 한계점으로 지목되어 온 짧은 주

행거리, 높은 가격,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기였다. 

전기자동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

으로 보이며, 이를 주도할 핵심기술 중 하나가 전

지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까지의 눈부신 성장에도 아직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남아 있다.

①   내연기관 자동차에 필적하는 1번 충전 주행거리 확보

(500~700km)

현재의 전기자동차가 400~5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나, 에어컨, 히터 등의 추가적인 전

력 소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상시 보장될 수 

있는 주행거리는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

하여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50% 이상의 에너

지 밀도 추가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용

량 양극재·Si계 음극재·팩 내 공간 활용도 증대 

등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리튬-황

(Lithium-sulfur), 금속 공기(Metal air) 전지 등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② 급속 충전기술 개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충전에 걸

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현재의 내연기관 자

동차는 재급유에 걸리는 시간이 5~10분이면 충

분하지만, 전기자동차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 단

순히 액체 연료를 다시 채우는 기존의 방식만큼 

빨라지지는 못하더라도,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급속 충전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상

황이다. 현재 80% 재충전을 20분 이내에 달성하

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보다 더 짧은 시

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③ 추가적인 가격 절감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큰 가격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지의 가격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으

나, 내연 기관차에 비하면 아직 높은 가격을 유지

하고 있다. 따라서 전지뿐만 아니라 모터, 인버터, 

전지 팩, 충전기 등 기타 전기자동차용 전용 부품

의 대량생산과 추가적인 가격 하락 또한 필수적

인 과제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가 과제에도 불

구하고, 전기자동차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

며, 이를 위한 전지기술의 발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력저장장치용 리튬이온 전지

전기자동차용 전지 적용 이력과 개발 중 확보된 

내구성, 환경평가 데이터는 LG화학의 리튬이온 

전지가 ESS (Energy Storage System)용으로 적용되

도록 돕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LG화학은 전

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를 활용하여 ESS용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세계 유수의 전력 업체로

부터 ESS 과제 및 제품 수주를 하였다.

LG화학은 20년에 이르는 긴 수명(life time)을 가

지는 전력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

경에서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와 수명 예측 데이

터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지뿐만 아니라 전지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제

어하면서 주어진 공간에 더 많은 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지 모듈 및 랙(rack), 그리고 컨

테이너에 이르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삼성SDI도 2000년 리튬이온 전지 양산을 시작

한 이후 소형 전지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

와 ESS용 리튬이온 전지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

였다. 중소기업인 코캄도 ESS용 리튬이온 전지 시

장에 진출해 있다.

LG화학은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 회사인 

SCE (Southern California Edison)가 진행하는 

32mWh 규모의 북미 최대 ESS 실증사업에 참여

하였다. 이 사업은 4.5GW에 이르는 터해처피 풍

력발전단지(Tehachapi Wind Farm) 등이 연계된 신

재생에너지 및 복합목적 ESS용으로서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8mW의 출력, 32mWh의 용량을 요

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는 GM의 Volt 기준

으로 환산하면 전기자동차 2,000대 규모이다. 불

규칙하게 생성되는 풍력 발전의 전력을 ESS에 모

았다가 안정화시킨 후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미국 에너지성(DOE)의 

지원을 받는 과제이며 실증결과를 북미 전력사들

과 공유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ESS 활용에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LG화학 내부자료

<그림 4-45> 미국 SCE의 32mWh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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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디스플레이 산업용 소재 산업

4.7.1 개요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가시화하여 화면으

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 장치로 정보통신 시대

의 핵심기술이다. 1960년대 브라운관 TV의 등장, 

1990년대 LCD, PDP, OLED 등의 평판 디스플레

이(FPD - Flat Panel Display)가 개발되었고, 오늘

날에는 플렉서블(� exible), 투명 디스플레이 등 차

세대 디스플레이가 각광받고 있다. 국내 평판 디

스플레이는 1995년 LCD 2세대 라인의 가동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일본의 독주 속에서도 삼

성, LG 등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한국

은 2004년 이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는 결실

을 맺었다. 2009년 평판 디스플레이의 세계 시장

은 920억 달러 규모였다. 디지털 TV 방송이 시작

되면서 2012년 1,260억 달러, 2014년 1,31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며 거대시장을 형성하였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PDP, OLED 

등 평판디스플레이 전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

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세계시장 점유율 

49%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4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은 TV와 모바일을 넘어 전

자책, 두루마리형 디스플레이 등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디

스플레이 산업은 패널을 중심으로 핵심부품·소

재 및 장비를 비롯하여 전·후방 산업의 일자리

를 창출하고 관련 업체들 간 공동 연구를 통하여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

우 크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의 기업

은 국내 소재 업체들의 발돋움을 위한 탄탄한 기

반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LCD 패널 출하량

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지만, 소재는 국산화율이 

50%에 그치고 있다.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요한 각종 신소재들은 화학 

분야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한 번 진입에 성공

하면 안정적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용 핵심 화학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

는 것은 전자 산업의 지속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표 4-9>의 품목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

의 선진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핵심소재

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통신, 

고화질 방송이 확대되면서 개인용 컴퓨터와 고화

질 TV,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정밀화학 소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진화성공업(현 동진쎄미켐)과 LG화학은 이러한 

수요에 주목하여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보·집중

하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이 분야의 화

학공정 소재 개발과 국산화를 주도해 왔다. LG

화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업구조 고도화 전

략의 일환으로 정보전자 소재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분류 및 시장동향, 사업성 분

석 등의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

와 노력에 힘입어 현재 LG화학은 편광판, 감광재, 

OLED용 유기물재료, 디스플레이 표면처리소재 

등 여러 가지 정보전자 소재 제품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진쎄미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 소

재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LCD

에 필요한 감광재(photoresist), 박리액(stripper), 식

각액(etchant), 절연막, 액정 등의 국산화에 성공함

으로써 내수 시장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

부도 일련의 지원 정책들을 전개하였다. 국내 디

스플레이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서 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정부는 특허분쟁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부품연구원(KETI)을 

주관기관으로 정하고, 특허 분쟁 중이거나 분쟁

이 예상되는 품목의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분

석, 관련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응방안을 제시하

였다. 기술 전문가, 특허·법률 전문가, 특허 라이

선싱 및 소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허 분쟁 

대응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업계에 실질

적인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특허출원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원천기술 개발과 대응 특

허 또는 회피 특허 개발에 대한 R&D 지원도 강

화하는 등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5년 240억 원 규모로 

‘정보디스플레이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여 원천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디스플

출처 : IHS Display, 2015

<그림 4-46> 평판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단위 : 10억 달러)

<표 4-9> 해외 의존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

업체명 수입 핵심소재

3M 이중휘도향상 필름(DBEF)

Merck 액정

JSR 배향막

Sekisui(積水化學), Mitsui(三井) Sealant

Konica, Fuji(富士), Zeon 위상차 필름

Fuji(富士) TAC 필름

DNP(大日本印刷), Toppan(凸版印刷) 표면 처리 필름

Kuraray PVA 필름

Teijin, DuPont, Toray(東レ) 반사 필름

출처 :   부품소재혁신연구회, 2012, 전자 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국산화율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0

46

2001

41

2002

50

2003

60

2004

76

2005

86

2006

92

2007

107

2008

106

2009

92

2010

116

2011

111

2012

126

2013

129

2014

131

2015

127

2016

120

2017

129

2018

136

2019

142

2020

146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4장
정밀화학 산업

472 473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레이장비·소재산업협회는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

업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기관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디스플레이 시장 상황 변

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

입이라는 청사진 아래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

강, 바이오 등 10대 핵심소재의 국산화(WPM - 

World Premier Materials)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

는 2018년까지 9년간 1조 원을 투자하여 부품·소

재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다. 경쟁국인 대만과 일

본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업 간 합병과 함

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중국은 거대한 내

수 기반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규로 시장

에 진입하면서 한국을 바짝 쫓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9년 ‘전자정보산업 조정 및 진흥계

획’, 2012년 ‘제12차 5개년계획’ 등을 통하여 디스

플레이 산업 육성 방침을 표명하고, 각종 지원 정

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패널 업체

의 법인세율 인하(25→15%), 32인치 이상 LCD 관

세율 인상(3→5%), 핵심부품 관세율 인상(편광판 

4→6%, 6세대 이하 유리기판 4→6%, 백라이트용 

편광판 6→8%, ITO 터치 필름 5→8%) 등의 정책

을 추진하며, 자국 기업을 전폭 보호·지원하였다. 

이에 힘입어 현재 중국에서는 BOE, CSOT, HKC 

등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의하여 Gen, 10.5 이

상 대면적 LCD 공장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국 따라잡기 진전과 그에 따

른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져갔다. 그 결

과 한국과 중국은 2015년 6월, ‘제1차 한·중 디스

플레이 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

하여 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 및 정책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패널·장비·재료 기업 간의 협

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LCD 투자

가 공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대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시장 경쟁력 및 점유

율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삼성디스플레

이와 LG디스플레이가 대면적 TV 시장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 패널 

업체들은 후발 주자들의 과감한 설비 투자 및 시

장 확대에 맞서 LCD 양산 라인을 OLED 패널 양

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하이엔드(high-end)급 차세대 디스

플레이 개발과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4.7.2 디스플레이용 소재 기술 : LG화학

가. 디스플레이용 편광판

(1) 기술개발의 배경

LG화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전자 소재 분

야의 신규 사업을 전개하고자 신소재 및 정보전

자 소재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자원

을 집중하였다.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

한 기술분류 및 시장 동향, 사업성 분석 등의 작

업도 병행하였다. 현재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전자 소재 제품군 중에서 디스플

레이용 편광판은 1990년대 말 LG화학의 사업구

조 고도화 전략의 결과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996년 LG화학 신사업개발팀과 고분자연구소는 

LCD 노트북 패널과 모듈 사업을 하던 LG Philips 

LCD(현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하여 화학 회사로

서 할 수 있는 신사업 아이템이 있는지 문의하였

다. 당시 LG디스플레이로부터 얻어온 노트북용 

LCD 모듈은 신규 편광판 아이템 개발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LG화학이 TFT LCD용 편광판 사업 개발을 본격 

검토하던 1997년 당시 세계 TFT LCD 산업은 연

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고성장 

산업이었다. 하지만 국내 TFT LCD 생산업체는 

핵심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LG화학은 당시 일본의 선발 편광판 제조업체로

부터의 기술 도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화 

시나리오를 강구하였다. 세계적으로 TFT LCD용 

편광판을 제조하는 업체는 일본의 Nitto Denko, 

Sanritz, Sumitomo Chemical 등 3~4개 정도에 불

과하였다. 그 중에서 Nitto Denko는 세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Sanritz와 Sumitomo

도 LCD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대비하면서 기

술 장벽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술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LG화학은 

독자 기술로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자체 

연구와 양산화 기술개발에 전념하였다.

(2) 개발 경과

약 6개월간의 사업성 검토 작업을 마친 후 LG화

학은 1997년 1월 편광판 개발을 위한 편광판 연

구팀을 구성하였다. 편광 성능을 결정하는 편광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48> TFT LCD용 편광 필름

출처 :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16,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중 협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림 4-47> 소재·부품 한·일 M/S (단위 :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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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염착 및 연신 메커니즘(mechanism)을 파

악하고 연신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였다. 편광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요오드(Iodine) 및 이색성(Dichroic) 

염료를 폴리비닐알콜(PVA - Polyvinyl Alcohol) 필

름에 염착하고 연신하여 제조하는 편광판을 각

각 요오드계 편광판 및 염료계 편광판이라 부른

다. 그리고 PVA를 탈수화하거나 PVC를 탈염산화

하여 공액(conjugated) 이중결합 구조를 형성한 후 

편광기능을 부여하는 편광판을 폴리엔(Polyene)계 

편광판이라 한다. 이외에 액정코팅 후 건조하여 

만드는 직접 코팅(direct coating)계 편광판도 있다. 

이들 편광판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편

광도 대비 투과도가 높을수록 요오드계 편광판

은 광학 특성이 우수하며, 염료계 편광판 등 다

른 종류의 편광판은 내구성이 우수하다.

LG화학은 개발 초기부터 광학특성뿐 아니라 내

구성도 우수한 요오드계 편광판을 개발하려는 

목표하에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우선 랩(Lab) 

연신 장비를 고안하여 실험실적으로 최종 투과

도, 편광도, 색상 등 광학특성을 결정하는 염착 

및 연신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1998년 파일

럿 연속 연신 장비를 자체 설계·제작하여 연신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파일럿 연신 후 편광 

필름 폭은 각각 200mm, 400mm가 대응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로써 광폭 양산 라인으로 생산 시

에 제품 폭에 따른 광학물성 편차도를 미리 예측

하여 연신 공정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다.

파일럿 공정에서 고성능 편광필름 성능 확보 가

능성을 확인한 LG화학은 1998년 10월 사업화 품

의를 받아 신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속 파일럿 연

신기의 설계 경험과 실험 결과, 그리고 최적화된 

공정 노하우는 양산화 연신 장비 설계 및 제작 

시운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편광판 신사

업 추진은 랩 단계의 연구개발 개시에서 제품 출

시까지 약 3년(1997. 1.~2000. 3.)의 기간이 소요되

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업화 사례라 할 

수 있다. 125만m2/년의 생산용량인 편광판 양산 

1호 라인에는 약 200억 원이 투자되었다. 1990년

대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결정한 신사업 투자였

다. 편광판 사업에 진출한 이래 LG화학은 과감하

면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세

계 편광판 업계의 최강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

었다.

(3) 차별적 특성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는 편광판은 정밀 필름 

가공기술과 광학 응용기술이 집약된 고투과·고편

광도 편광판이다. 제품은 약 25um 두께로 연신된 

PVA 필름과 그 양쪽에 셀룰로스계 보호필름이 

부착된 것을 기본적 구조로 하고 있다. PVA 필름

은 균일하게 배향된 요오드 이온군(Polyiodides)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편광된 빛의 일정 방향 성분

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편광판은 <그림 4-49>와 같이 투과형 LCD

의 경우 액정 셀(Cell) 양쪽에 점착층을 이용하

여 부착된다. 이 경우 광흡수축이 상호 직각방향

이 되도록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착층은 

편광판을 액정 셀에 부착하는 시점부터 신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그 처방이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TN (Twisted Nematic) 방식의 액정 셀의 경우 두 

장의 편광판 사이에서 액정 셀 내의 액정은 90도

만큼 뒤틀어져 있다. 전기적으로 액정의 배향 상

태가 변하여 선형 편광의 회전성이 조절된다. 결

과적으로 미세한 화소(pixcel)마다 빛의 투과량이 

조절되어 디지털 이미지가 구현되는 것이다. 색상

은 다른 색상의 컬러 필터가 코팅된 인접한 개별 

화소들의 가산혼합(additive color mixture)에 의하

여 구현된다. 또한 LCD의 최외곽층으로 드러나

는 편광판의 경우, 눈부심 방지 코팅이 기본적으

로 필요하며, 내오염 코팅, 저반사 코팅 등의 부가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편광판은 일반적으로 투과도와 편광도 중 어느 

한 특성을 향상시키면 다른 값이 낮아진다는 특

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LG화학 편광판은 <그림 

4-50>과 같이 투과도와 편광도 모두를 높게 유지

하도록 연신 배향을 최적화한 점이 주된 특징이

다. LG화학은 제품의 폭 방향에 대한 광학 특성 

차이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도 동시에 고려하

였다.

<그림 4-51>에서 보는 것처럼 LG화학의 요오드

계 편광판은 최상의 내열특성을 보인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LG화학은 PVA 편광소자에 존재

하는 몇 가지 요오드 이온군의 조성을 최적화하

여 내열성이 우수한 편광판을 개발하였다. 또한 

LCD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구성과 접착

력이 우수한 점착제의 처방을 개발 적용하였다. 

피착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면 접착력을 조절하

는 처방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LG화학은 

눈부심 방지코팅, 저반사 코팅, 내오염 코팅, 반사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0> TFT LCD용 편광 필름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1>   고온 처리 후(100℃, 60분) 직교상태 편광판의 
디지털 포토 이미지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49> TFT LCD의 작동원리

배면광 배면광

편광판

액정

편광판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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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반투과층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편광판 제

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4) 성과 및 전망

LCD 핵심소재인 편광판의 세계 시장은 노트북 

PC, TFT LCD 모니터, 스마트폰의 수요 증대, 대

만·중국의 LCD 생산량 증가, LCD TV와 같은 

대면적 디스플레이의 일반화에 힘입어 2000년 이

후 10여 년간 고속 성장해왔다. LG화학이 개발·

출시하기 전까지 고투과·고편광도 편광판은 일본

의 니토덴코(日東電工) 등 3개 업체만이 생산기술

을 확보하고 있었다. 1999년 당시 국내 LCD 업체

들의 편광판 수입은 총 1,200억 원에 달하였다.

TFT LCD용 편광판은 기존의 범용 편광판과 달

리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광학 제품으로 단기간

에 개발되기 어려운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LG화학은 사업성 검토를 마친 후 약 3

년 반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노트북용 TFT 

LCD용 편광판을 출시하였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에는 TFT LCD 모니터에 적

용되는 광시야각 편광판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광시야각 편광판은 세계적으로 시장 성장률이 커

서 국내 TFT LCD 업체가 주력하는 제품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G화학이 보유한 핵심기

술인 필름 가공기술, 코팅기술, 점착 화학기술, 

분석기술 등이 효과적으로 접목되었기 때문이며, 

추가로 광학 및 물리학 분야의 핵심 역량 확보에 

주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FT LCD 편광판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타 광응용 제품군을 개발

하는 데 기술적·전략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따라서 편광판의 독자 개발 성공은 단

순히 편광판 개발로 인한 수입 대체의 반사이익

보다는 신규 제품 개발에 부응할 수 있는 광학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0년대 초반 3D LCD TV가 출시되었고, 2010

년대 중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OLED TV가 출

시되었다. LG화학은 3D 구현을 위하여 FPR (Film 

Patterned Retarder)과 편광판이 일체형으로 결합

된 FPR 편광판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다. 이

어 OLED TV의 반사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QWP (Quarter Wave Plate)와 편광판이 일체화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는 LG화학이 편광판 개발 

초기부터 동시에 개발한 액정 위상차 코팅 기술

로 구현된 고기능성 광학필름이다.

LG화학이 개발한 편광 안경 방식의 3D Solution

은 <그림 4-52>와 같다. 즉 LCD TV의 위쪽 편

광판에 FPR (Film Patterned Retarder) 필름을 부착

하는 방식이다. 편광 안경 방식은 3D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안경과 동일한 안경을 사용하므로 저렴

하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상의 깜박임

이 없어 상대적으로 밝은 3D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영화와 달리 TV에서 구현하기 위해

서는 각 화소 라인별로 편광의 방향을 우원편광, 

좌원편광, 우원편광, 좌원편광 등으로 번갈아 바

꾸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09년 일본에서 Glass를 기재로 사용한 GPR 

(Glass Patterned Retarder)이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

한 편광 안경 방식 3D TV가 출시되었다. 그러나 

편광 안경 방식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GPR의 

비싼 가격과 무게 때문에 2010년 전체 3D TV 시

장의 99% 이상을 셔터 안경 방식 TV가 차지했다.

LG화학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롤 투 롤(roll 

to roll) 생산방식으로 필름 형태의 FPR (Film 

Patterned Retarder)을 제안하였다. 이에 LG디스플

레이는 FPR 편광판의 위치 정확도를 정밀하게 유

지하며 LCD 패널에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

로써 세계 최초로 3D LCD TV를 출시하였다. 차

별적인 광배향 물질을 적용하여 필름형의 패턴 

리타더(Patterned Retarder)를 구현한 FPR 제품이 

등장하면서 당시 전체 3D TV 시장의 99% 이상

을 차지하던 셔터 안경 방식은 편광 안경 방식으

로 크게 바뀌었다. FPR을 LCD 모듈 위에 부착

하면 3D 노트북, 3D 모니터 및 3D LCD TV 등 

모든 LCD 디스플레이에 3D 구현이 가능하며, 

LCD TV뿐만 아니라 OLED TV에도 적용이 가

능하다. FPR의 개발 적용 및 성공사례는 독자적인 

핵심 고분자 물질의 개발이 새로운 제품의 기반

이 되어 기술의 혁신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LCD 패

널 점유율은 40%를 상회하며 세계를 이끌고 있

다. 하지만 정작 LCD를 구성하는 고부가 소재 

부분은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선도하여 

왔고, 특히 광학 필름 소재의 상당 부분은 일본 

업체가 독점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등장한 

3D FPR 편광판은 이러한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 

디스플레이용 필름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 rst mover)로 자리매김 하도록 만든 제품이

다. 그동안은 핵심소재와 장비는 외국에 의존하

되 제품화에만 앞서 있었다. 그러나 3D FPR 편광

판은 핵심소재인 광배향 고분자 물질을 자체 개

발하였다는 점 외에 광배향 연속 패터닝 장비를 

직접 설계·제작함으로써 소재에서 장비, 제품까

지 모든 부분에서 외국 경쟁사를 앞섰다는 점에

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 시장에 없던 새

로운 광학필름의 개발을 통하여 편광 안경 방식 

3D TV 시장을 창출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 결론

1990년대 후반 LG화학의 사업구조는 석유화학, 

기능재·산업재, 생활건강, 생명과학 분야로 이

루어져 있었다. B2C 분야인 생활건강 부문과 장

기적 관점에서 육성이 필요한 생명과학 부문은 

2000년대 초반 LG생활건강과 LG생명과학으로 

분사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LG화학은 주력 사업으로 남을 B2B 분야에서 석

유화학 부문과 기능재·산업재 부문 외 신규 사업 

부문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때 발굴·제안

되었던 분야가 편광판과 감광재를 포함하는 정보

전자 소재 사업 분야였다. LG화학은 IMF 외환위

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과감하게 신사업에 도전

하여 사업구조 전환에 성공하고, 세계 일등 편광

판 사업을 만들어냈다.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2>   편광 안경 방식 3D LCD TV의 원리 및  
FPR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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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는 빛을 받은 부분이 경화되어 막을 형성하

는 네거티브 타입(Negative, N-타입)과 빛을 받은 

부분이 현상되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막을 형

성하는 포지티브 타입(Positive, P-타입)으로 구분

된다. 특히 N-타입의 감광재는 LCD 패널의 화질

에 크게 영향을 주는 CF에 주로 사용된다. CF에

는 레드(red), 그린(green), 블루(blue), 블랙(black) 

색재가 포함된 컬러 감광재와 아크릴과 에폭시 

수지가 주로 사용되는 투명 감광재가 있다. <그림 

4-53>은 이를 잘 보여준다.

(2) 컬러 감광재

① 고명암비를 위한 안료 분산 기술

초기에는 유기용제에 쉽게 용해되는 유기염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색재현(高色再現), 고신뢰

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널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기안료로 대체되었

다. 용제에 쉽게 녹지 않는 안료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안료의 입자 사이즈를 수십 nm까지 미세

화하고 이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재료와 분

산 기술을 적용한 안료 분산액(millbase)이 필요하

였다. 이때 안료 분산액의 안료 입자의 사이즈와 

분산 균일도는 LCD의 화질 중 휘도와 명암비를 

크게 좌우한다. 특히 이것은 IPS 액정 모드를 사

용하는 패널에 있어서는 시야각 확보를 위한 필

수적인 항목이다.

2000년도 초반까지는 주로 노트북과 모니터용으

로 사용되어 RGB 안료의 사이즈는 D95 기준으

로 200nm 전후였던 것이 2000년도 중후반에 이

르러 TV용으로 개발되면서 현재는 50~80nm 정

도까지 미세해져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Toyo Color, Tokushiki, Mikuni, Sanyo 등 일본의 

여러 도료 업체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안료 및 

각종 유기재료의 풍부한 인프라, 오랫동안 축적

된 분산 기술의 노하우로 처음부터 이 기술 분야

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20년 가까이 KCC, 조광페인트 등 대

기업을 선두로 분산액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

발 투자가 진행되었지만, 선행 원재료 입수가 어

렵고 분산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없어 쉽게 양산

하지 못하였다. 2005년 SKC-Haas의 모니터용 그

린 분산액 첫 양산을 시작으로 2006년 ENF테크

놀로지의 노트북 PC용 그린 및 레드 분산액 양

산 공급, 그리고 2007년 Iridos가 IT / Mobile용 

블루 분산액 양산을 시작하였다. 이들 세 개 업

체가 공급하는 양은 현재 세계 시장의 30%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② 고휘도·고색재현화를 위한 신규 색재와 백라이트

화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는 명암비와 함께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2000년대 후반 지구온난화 이슈와 함

께 친환경 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더

욱 강해짐에 따라 패널의 저소비전력화는 매우 

중요한 개발 과제로 부상하였다. LCD 산업 초창

기부터 휘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안료의 조

합과 분산도의 향상, 감광재료의 고감도화 등

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보다 밝은 패

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재료와 백라이

트(Backlight)의 개선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고휘도용 안료인 DIC의 그린(Green) 

LG화학이 편광판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유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기술들을 융합하여 

고객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97

년 개발 당시 LG화학은 편광판 개발에 필요한 필

름공정(� lm process), 코팅기술(coating technology), 

폴리머화학(polymer chemistry)의 세 가지 핵심기

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능재·산업재 부문 및 

기초소재 부문에서 이미 확보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는 

LG화학 편광판 개발을 통하여 핵심소재 국산화

와 고기능성 특성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편광필름을 LCD 패널에 부착

한 후 온도·습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빛샘 현상은 LG화학이 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

와 함께 개발하며 해결책을 제시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LG화학 연구진은 빛샘 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히

고, 빛샘이 거의 없는 편광판을 최초로 개발해서 

LG디스플레이에 제공하였다. FPR의 개발을 통하

여 적용된 액정 광배향 기술은 3D 디스플레이 영

역 이외에 새롭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될 전

망이다. 이미 LCD 패널에서의 액정 광배향에는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OLED 디스플레이

에서 굴곡반경 1mm 이하로까지 구부릴 수 있는 

획기적인 플렉서블(� exible) OLED 디스플레이 구

현을 위한 신개념 편광판 제품에 확대 적용될 것

이다. 또한, 액정을 이용한 스위치, 필터, 감쇠기 

등 각종 광섬유 소자 등에도 광배향 기술이 핵심

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감광재

(1) CF용 감광재의 주요 기술과 변천과정

LCD 패널은 크게 TFT 기판과 CF (Color � lter)로 

나눌 수 있다. CF의 주요 재료는 감광성 재료이

다. LCD 패널의 성능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

하여 감광재의 각종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의 조

성까지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 감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3> LCD Cell 구조와 Color Filter 감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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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가 Cu-Phthalocyanine에서 Zn-Phthalocyanine

으로 대체되었고, 백라이트 또한 기존의 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에서 LED 램프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휘도가 비약적으로 상승

하였다.

이어서 2013년에는 특히 블루에서 조색재로 사용

되는 바이올렛(Violet) 안료가 염료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안료 100% 컬러감광재는 염·안료 하이브

리드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초창기에 비하여 염

료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LCD 패

널의 공정이나 신뢰성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염

료로는 바이올렛 이외에 조색재로의 염료들만

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생산되

는 패널의 휘도는 LCD TV가 300~500nit, 모니

터가 200~400nit, 태블릿 PC가 200~300nit, 스

마트폰은 200~700nit 정도이다.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color gamut)은 그래픽 화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색의 범위를 나타내며, 인간의 눈이 인식하

는 모든 색 영역을 포함한다.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의 xy 색도도(2차원)에

서 Red(R), Green(G), Blue(B)를 연결한 삼각형은 

다양한 색재현율에 대한 규격이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국제조명위원회가 

1931년과 1976년에 각각 제정한 CIE xy 및 CIE 

u’v’ 좌표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색재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많

은 색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에 가까

운 색을 낸다는 뜻으로 색재현율은 고화질 영상

을 재현하는 연관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현재 

고객이 디스플레이에 요구하는 색재현율 수준은 

DCI 93% 이상, sRGB 125% 이상이다. 이는 <그림 

4-54>에서와 같이 CIE1931 색좌표 기준으로 봤

을 때 CIE 면적의 약 50%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

이다.

실제 LCD 업체들은 2010년 초반까지 NTSC 72%

의 TV를 표준화하여 생산하였다. 최근에는 보다 

높은 색의 재현율의 BT709 138%, NTSC 100%, 

DCI 99% 등의 패널들을 생산 중이다.

③ 패널구조 변경에 따른 공정·재료 혁신

2010년대 중반에는 기존의 LCD 패널 제조공

정 중 상·하판 합착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COA (Color � lter On Array) / COT (Color � lter 

On TFT)가 개발되었다. 이는 TFT 기판 위에 컬

러 필터(color � lter)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합착공

정에 따른 수율감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패널 

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패널 구조를 가능하게 

하려면 CF용 감광재에서 패턴 내에 미세 홀을 구

현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빛이 회절

되는 부분까지 감도를 보이는 감광성 재료 특성

상 패턴 형성과 홀 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패턴에는 열과 프로세

스 케미컬(process chemicals), 그리고 광에 의한 내

구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패턴 내 홀은 아무런 성

분이 남지 않게 흔적도 없이 현상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기존보다 훨씬 제한된 영역에서 모든 원

재료의 노광기에 대한 감도를 가질 수 있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4-55>에서와 같이 기존 아크릴 모노머를 공중합

한 리니어(linear) 바인더에서 고감도화를 위한 반

응성기를 도입하거나 반응성기의 종류나 위치를 

변경시킨 리액티브(reactive) 바인더가 개발되어 양

산에 적용되고 있다.

④ 고해상도

Roger. N. Clack 박사의 ‘인간의 눈의 해상도에 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길이는 거리에 비례하며 각 거리에서의 최소 

길이보다 작은 선폭은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 없

다. 모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cm의 거리에서 

화면을 본다고 했을 때 픽셀이 보이지 않는 해상

도는 740dpi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800dpi 정

도의 패널이 양산 중이며 최근 AR 기기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1,500dpi까지의 해상도가 요구

되고 있다. 패널에서의 이러한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에서 노광마스크와 감광재료

를 병행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감광재에 

있어서는 초창기 패턴선폭 40㎛에서 최근에는 20

㎛까지 양산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원재료 중 개시제는 기존의 아세토페

논(Acetophenone)이나 트리아진(Triazine)계에서 사

용량을 1/2 정도 줄여도 동등한 감도를 보이는 

옥심 에스터(Oxime Ester)계로의 고감도화와 노

광기의 파장대와의 매칭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비를 개발하고 있다. 바인더에 있어서도 고

해상도를 위한 조성물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황변

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질 메타크릴레이트(Benzyl 

Methacrylate)를 줄이고 황변저감 효과가 있는 알

킬·시클로알킬 메타크릴레이트(Alkyl·Cycloalkyl 

Methacrylate) 모노머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5> 감광재용 바인더(binder) 진화

구조

종류 고감도 Binder초기 Linear Binder High resolution 고감도 Binder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4> 방송규격에 따른 색좌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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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 감광재

TFT-LCD에 사용되는 투명 재료로는 컬러 필터 

기판에 사용되는 OC (Over-coat)와 CS (Column 

spacer or Photo-spacer)가 있다. COA (Color � lter 

on TFT array) 구조가 TV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됨에 따라 투명 유기절연막인 PAC (Photo-

Acryl)와 BM (Black Matrix)과 CS (Column Spacer)

의 통합 재료인 BCS (Black Column Spacer) 재료

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① 고신뢰성화 OC

OC 재료는 평탄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부

의 컬러 필터 재료들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탄도 및 내화학성, 막강도

가 우수해야 한다. 최근 IT 및 중소형 모델에서 

러빙(rubbing) 배향 대신 광배향 기술이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광배향을 위한 단파장 UV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가혹한 후공정 진행에 의

하여 OC 재료가 열화되며 생기는 패널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신뢰성의 열경화 

OC 재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색재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컬러막이 두꺼워

지는데, 이것은 레진(resin) BM 위 컬러막의 중첩 

패턴부의 두께를 상승시킨다. 이에 따라 고신뢰성 

OC의 평탄화도 개선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② 초미세 패턴화 CS

CS는 LCD에서 TFT 기판(하판)과 컬러 필터 기

판(상판)과의 일정한 간격(cell gap)을 유지하게 하

여 LCD 패널이 우수한 화상 품질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S는 패턴이 형성되는 위

치와 두께에 따라 갭(gap) CS(두께 3.0~4.0㎛)와 

터치(touch) CS(두께 1.5~2.5㎛)로 나뉜다. 초기에

는 서로 다른 CS 제품 혹은 하나의 CS 제품으로 

두 번의 포토 공정을 통하여 각각 형성하였으나, 

현재는 한 번의 포토 공정으로 갭 CS와 터치 CS

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CS는 패널 업체에서 주로 

컬러 필터 라인(color � lter line)에서 공정을 진행하

였기 때문에 TV 제품뿐만 아니라 IT 및 중소형 

제품에서도 프락시머티(Proximity) 타입의 노광기

를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였다. 2010년 이후에

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고해상도화에 따라 IT 및 

중소형 제품에서 5~10㎛ 이하의 초미세 CS 패턴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컬러 필터 라인에

서도 프로젝션(projection) 노광기를 사용하는 사

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OC와 마찬가지로 

IT 및 중소형 모델에서 광배향 기술의 적용이 증

가하면서 고강도·고탄성이면서 고온에서도 탄성

복원률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신뢰성의 CS 개발이 

요구된다.

③ 패널 구조 변경에 따른 신기능 재료 PAC와 BCS

TV 제품에서 TFT-LCD 패널의 개구율(開口率)

을 개선함으로써 휘도를 높이기 위하여 컬러 필

터를 TFT 기판에 형성하는 COA 구조로 전환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OC 재료 대신 PAC 

(Photo-Acryl) 재료, BM과 CS 재료 대신 BCS 

(Black Column Spacer) 재료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PAC는 COA 구조에서 제품이 고해상

도화됨에 따라 TFT 기판의 데이터 전극과 화소 

전극 간의 크로스토크(cross-talk)를 개선하기 위

하여 투명 유기절연막 재료로 개발되어 사용되었

다. 이는 LG디스플레이에서 2012년 양산·적용되

었다. 초기에는 RGB 픽셀 구조용으로 개발되어 

평탄화 특성은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개구율을 더 높이기 위하여 RGBW 

COA 구조로 TV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

는 화이트(White) 픽셀을 CS나 투명 광OC 재료

로 패턴을 형성하여 채운 뒤 기존의 저평탄 PAC 

재료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1회의 포토 공정을 통

하여 화이트 픽셀을 채우면서 PAC 패턴을 형성

할 수 있는 고평탄화 PAC 재료가 개발되어 2017

년 11월 양산 적용되었다. 또한 고색재현 TV 제

품 개발에 따른 컬러막 두께의 상승과 대형 패널

의 증가(55 이하에서 60인치 이상)로 평탄화도가 

더 크게 개선된 PAC(두께 단차 0.2㎛ 이내) 제품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유리 기판의 대형

화(Gen.8에서 Gen.10 이상)에 따라 노광기 형태도 

Canon 노광기에서 Nikon 노광기로 변화하고 있

다. 또한 60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을 개발하기 위

하여 중첩 노광에 따른 각종 두께 편차가 개선된 

PAC 재료 개발이 진행 중이다. 포토 특성을 갖는 

투명 유기절연막 재료는 LCD뿐만 아니라 OLED 

제품에서도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FMM (Fine Metal Mask) 증착 방식으로 양산되고 

있는 전면 발광(Top Emission) 방식의 AM-OLED 

모바일 제품에서는 PDL (Pixel De� ning Layer or 

Bank)층과 Anode 형성 전 평탄화를 위한 PLN 

(Planarization Layer)층으로 P-타입의 PAC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2013년부터 본격 양산되기 시작한 후면 발광

(bottom emission) 방식의 WOLED TV (LGD)에서

는 초기 포지티브 타입의 PAC가 양산 적용되었다

가 현재는 네거티브 타입의 PAC가 양산 적용되고 

있다. OLED용 PAC 재료에서는 소자의 수명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방출가스(out-gas) 및 매연

(fume)이 적으면서 저유전율의 재료 개발이 필수

적이다. 특히 WOLED TV에 사용되는 PAC는 후

면 발광의 COA 구조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콘

택트 홀(contact hole) 형성 및 하프톤(half-tone) 

기능도 필요하다.

(4)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감광재의 전개방향

LCD를 둘러싼 디스플레이 업계는 매우 빠른 속

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의 트렌드는 중국 업

체들의 막대한 투자와 대체 디스플레이의 등장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국은 현재 BOE와 

CSOT를 두 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BOE의 경우 향후 8세대 이상의 공

장 10개를 더 건설한다는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과도한 생산투자는 2015년 TV 패널 40인

치 기준으로 130달러 이상이었던 패널 가격이 8

개월 만에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가격 

인하 문제를 초래하였다. 패널 업체에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고수익성 모델 생산 증대의 방

안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국 가격 인하의 압박

은 재료 업체들로까지 전달되고 있다. 재료 업체

들은 다수의 원재료 개발 또는 내재화, 생산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원가절감에 전력을 다하고 있

으나 가격 인하의 속도나 폭을 감당하여 내기에

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요 원재료를 최대한 동일 업체에 일

임하여 물적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파

트너십을 구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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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체 디스플레이용 재료의 신규 개발 투자에 대

한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최근 5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기반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새로운 재

료에 대한 개발 투자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 예

컨대 아크릴 바인더를 사용해온 LCD용 감광재

는 바인더 중합공정을 단축하여 제조원가를 절

감하고 있다. 또한 OLED용 감광재에 있어서는 

폴리이미드 또는 실리콘 바인더를 새로이 설계함

으로써 내열성 향상과 방출가스(out-gas) 저감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다. OLED 물질

(1) OLED 산업과 OLED용 재료

OLED는 1965년 RCA (Radio Corporation of 

America)의 헬프리치(W. Hel� ich)와 슈나이더(W. 

G. Schneider)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들은 안트라센 단결정에 고전계 인가에 의한 전

류를 주입하고 일중항과 삼중항 여기자(勵起子)

를 생성시켜 일중항 여기자에서 청색 형광을 얻

음으로써 현재 OLED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하였

다. 하지만 안트라센 단결정 기반의 OLED 소자

는 두께가 두껍고 고전압에서 구동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1987년 이스트만 코닥의 탕(Ching W. Tang)

과 반 슬라이크(Steven Van Slyke)에 의하여 오늘

날의 OLED 기술과 유사한 고효율 다층구조의 

OLED 소자가 발표되었다. OLED 기술의 실용화

는 1997년 파이오니아(Pioneer)에 의하여 이루어졌

다. 차량 탑재용 오디오 기기의 전면 패널에 사용

한 수동(passive) 구동의 녹색 디스플레이였다. 가

장 우려되는 신뢰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없이 시

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재료가 

불안정하여 능동 전자부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는 선입견을 제거해 주었다. 이후 OLED 연구는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

이 OLED 생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서 세계 OLED 기술 개발의 중심지는 한국으로 

이동하였다. 2002년 삼성SDI가 2.2인치 양면발

광 AM-OLED를 개발하였고, 2005년에는 삼성

전자가 40인치 AM-OLED TV 시제품을 선보였

다. 같은 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1인치 

AM-OLED 패널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2007년

엔 삼성SDI(현 삼성디스플레이)가 AM-OLED 대

량생산에 들어갔고, LG디스플레이도 양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OLED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폭발

적 성장과 함께 OLED 재료의 수명과 소비전력 

등의 문제점이 계속 해결되면서 재료 시장도 급성

장하였다.

2013년 2월 LG디스플레이는 WRGB 타입의 55인

치 OLED TV를 본격적으로 양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8세대 양산 라인을 세계 최초

로 투자하여 성공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생산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OLED TV 시장

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OLED 재료 즉, 홀 

주입물질, 홀 전달물질, 전자 전달물질, 발광물질

들이 양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열 안정성과 구동

전압, 효율, 수명 등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OLED용 유기물 재료의 주요 기술과 변천과정

OLED 소자는 LCD에 비하여 단순한 구조가 특

징이다. 즉 후면광(Backlight)과 컬러 필터가 필요 

없는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께가 

얇고 디자인이 자유로워 유연하고 접을 수도 있

다. AM-OLED는 유기 박막층을 양측에서 전극

(양·음극)으로 에워싼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

다. 유기박막층은 아래 <그림 4-56>처럼 전자주

입층(EIL), 전자수송층(ETL), 발광층(EML), 정공

수송층(HTL), 정공주입층(HIL)로 구성된다.

(3) 공통층

양 전극으로부터 홀과 전자의 주입과 전달을 통하

여 발광층에서 재결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① 홀 주입물질(HIL)

일반적으로 양극으로 ITO 전극(Ip=5.0eV)을 사용

하는 경우 주로 홀 전달물질의 HOMO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와의 에너지 차이가 대

략 0.5eV 정도로 ITO로부터 홀 전달물질로의 홀 

주입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워진다. ITO / HTL 사

이의 에너지 장벽을 줄일 수 있는 홀 주입재료

(HIL)에 의해서 소자의 소비전력을 개선할 수 있

다. 상업화되었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아릴아민 

타입으로 2-TNATA, m-MTDATA 등과 같이 

ITO 계면에서 안정적인 막이 형성되어 홀 주입

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하는 재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유리전이온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LG화학은 일반적인 해결방향인 ITO / HIL 사

이의 에너지 차이(양극의 Work Fuction-HIL 

HOMO)를 줄이는 것 대신에 HIL의 LUMO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와 HTL

의 HOMO의 에너지 차이를 작게 만들어 HIL / 

HTL 계면에서 전하를 생성(charge generation)시켜 

저전압과 장(長)수명 구현을 달성할 수 있었다.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6> OLED 셀(Cell) 구조와 유기물 다층 구조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4장
정밀화학 산업

486 487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그림 4-57>과 같이 NPB와 Al이 그대로 맞닿아 

있을 때에는 Al에서 NPB로의 정공주입 장벽이 

1.37eV로 높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 HAT-CN (LG101)

이라는 분자층이 삽입되면 강한 계면쌍극자를 

형성하여 NPB의 에너지 준위를 끌어올리게 되

므로 NPB의 HOMO 준위와 HAT-CN (LG101) 

LUMO 준위 간격이 가까워져 전자가 쉽게 전이

된다. 반대 방향으로는 HAT-CN에서 NPB 쪽

으로 정공이 이동하게 되어 전하 생성층(charge 

generation layer)이 형성된다.

이 메커니즘에 의하여 실제 소자에서는 문턱 전

압이 낮아지고 전류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

난다. 계면 쌍극자를 유발하는 중간층들은 전기

장을 강하게 유발하여 소자가 동작할 때 전하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

성은 AM-OLED 기술의 수명과 소비전력을 향상

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 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OLED TV 기술이 상업화

되는 과정에도 기여했다.

② 홀 전달물질

홀 전달물질(HTL)은 홀 주입물질와 달리 발광

층과 접촉하기 때문에 홀 이동도와 홀 안정성뿐

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도 요구된다. HTL과 발광

층 사이에 여기화합물(Exciplex), 전하 이동 화합

물(charge transfer complex) 등의 분자 간 상호작용

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광층의 에너지 준

위를 고려한 적절한 HOMO 준위가 필요하다. 그

리고 발광 재흡수나 에너지 전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밴드갭이 필요하다. 발광층에서 

HTL로의 전자 주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LUMO 

준위 조절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인광소

자에서는 삼중항 엑시톤을 발광층 안에 가두기 

위하여 HTL의 높은 삼중항 에너지도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LG화학이 개발한 HT-851 재

료는 청색소자의 효율을 15% 이상 높일 수 있는 

재료로 평가되었다. 또한 레드 소자의 HTL로 사

용하더라도 고효율, 장수명 특성 구현으로 주요 

AM-OLED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③ 전자 수송 물질

1세대 전자 수송 물질(ETL)은 Alq3라는 알루미늄 

착화합물이었으나 이후로 옥사디아졸, 트리아진, 

피리딘, 페난스롤린, 이미다졸 등 다양한 전자 

수송 물질들이 연구·보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의 전자 수송 재료는 전자 안정성이나 발광층에

서 전자 수송 재료로 넘어오는 홀 안정성 문제로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상업화에 어려움이 많

았다. LG화학이 개발한 LG201 재료는 이미다졸 

계열의 전자 수송 재료이다. 이는 긴 수명이 필

요한 PM-OLED 분야뿐만 아니라 전면 발광(top 

emission) 방식의 AM-OLED 상업화의 걸림돌이

었던 수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에는 LG201 전자 수

송 재료가 적용되었다.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폭

발적인 성장은 OLED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

끌었다.

(4) 발광층

발광층은 공통층으로부터 홀과 전자를 전달받아 

이들의 재결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엑시톤의 에너

지만큼 빛을 내는 핵심 재료이다. PM-OLED 상

업화 시기에는 R, G, B 모두 형광 타입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고전류밀도 영역의 효율 면에서 

형광타입의 물질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M-OLED 기술이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고해

상도 추세에 따라 소비전력이 더 중요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광 타입보다 효율이 훨씬 뛰어

난 인광재료를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고 첫 번째로 레드 형광에서 인광으로 대체가 

이루어져 최근에는 그린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

다. 그러나 블루는 색순도와 수명면에서 형광 수

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업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① 청색 발광 재료

주로 발광 재료는 호스트와 도펀트로 구성되어 

있다. 1세대 청색 호스트는 스티릴아릴렌 유도체

로 이루어졌으나 열 안정성과 딥 블루(deep Blue)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주로 안트라센 유도체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도펀트에는 주로 아릴아

민 종류의 PL 형광효율이 우수한 재료들이 사용

되고 있다. 특히 파이렌을 코어로 다양한 아민기

를 도입하여 파장을 조절하는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LG화학이 개발한 청색 호스트

는 상업화 초기 단계이나 20년 이상 청색 재료만 

개발한 일본 회사 재료의 성능을 뛰어넘는 호스

트와 도펀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발히 고객 평

가가 진행 중에 있다. 장수명 청색 발광층의 패키

지 개발을 통하여 OLED TV의 신뢰성 향상과 제

품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 녹색 발광 재료

초기 PM-OLED 소자에는 고휘도 영역의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 타입의 녹색 호스트와 도

펀트가 사용되었다. 녹색 발광 호스트는 청색 발

광층 재료와 마찬가지로 안트라센 유도체가 사용

될 수 있으며 도펀트도 안트라센 코어에 아민기를 

도입한 구조로 충분한 수명과 효율 구현이 가능

하였다. AM-OLED 기술의 주요 적용 제품이었

던 고해상도와 고휘도 추세 변화에 따라 인광 타

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특히 WRGB 타입의 스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7> 기존 구조와 신개념 소자 구조의 에너지 준위 차이와 전하 생성층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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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stack) 소자 구조에서도 녹색 인광 재료가 필요

해졌다. 인광 발광층은 P-타입 호스트와 N-타입 

호스트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LG화학이 개발한 

LG-594 재료는 수명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LG Display

가 양산하고 있는 OLED TV에 적용 중이다.

③ 적색 발광 재료

적색 발광 재료도 형광 타입이 초기에 적용된 바 

있으나 적색, 녹색, 청색 중에 가장 먼저 인광 재

료로 바뀌어 2007년 이후부터 스마트폰에 적용되

었다. LG화학이 개발한 LG661 재료는 최고 수준

의 효율과 장수명으로 Apple의 웨어러블 제품인 

i-Watch 제품과 LG디스플레이의 Flexible OLED 

패널이 적용된 LG전자의 다양한 스마트폰에 적

용되고 있다. 녹색 인광 재료와 달리 적색 인광 

재료는 수명이 충분하여 혼합 호스트를 사용하

지 않고 단일 호스트와 단일 도펀트로 구성되어 

있다.

(5) OLED 생태계 변화에 따른 향후 기술 전개 방향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전체 디스플레이 시

장에서 OLED TV가 점차적으로 프리미엄급 영

역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하지만 WRGB 방식의 OLED TV의 소비전력

과 수명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OLED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8K 고해상도 구

현을 위한 도전적인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다. 청

색 인광이나 TADF (� 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기술 개발을 통하여 효율 문제를 개

선하고 있다. 특히 발광층의 효율문제로 3-stack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2-stack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BT2020이라는 색 재현율의 기

준이 변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

다. 모든 소자의 성능 변화는 핵심 신물질 개발

을 통하여 시작된다. 따라서 전하 생성층과 공통

층 그리고 발광층의 도전적인 개발을 통하여 고

효율, 장수명, 저전압 등의 최고점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증착용 유기물 재료의 범위를 넘

어 고휘도 고해상도 구현이 유리한 기술인 솔루

블(Soluble) OLED 재료 등의 기술 개발도 적극적

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LCD 진영의 대형화 추세

로부터 비롯되는 가격 경쟁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생산기술 관련 개발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표면처리 소재

LCD에는 두 장의 편광판이 사용된다. 디스플레

이 표면에 장착되는 편광판의 표면에는 기능성 표

면처리 필름이 사용된다. 편광판의 보호 목적으

로 사용되는 TAC (Triacetyl Cellulose) 필름은 표

면 경도가 낮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는 

표면에는 외부 손상으로부터 디스플레이를 보호

하는 코팅과 시인성(視認性, viewing quality)을 개

선하기 위한 코팅이 필요하다. 표면처리 필름은 

크게 눈부심 방지(AG - Anti-Glare) 필름과 반

사방지(AR - Anti-Re� ection) 필름으로 나눌 수 

있다. 눈부심 방지(AG) 필름은 단층 코팅으로 기

재의 표면에 수십~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거칠기

(roughness)를 갖도록 요철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외부광의 산란을 유도하는 범용 표면처리 필름

이다. 반사방지(Low Re� ection, LR 또는 AR) 필

름은 굴절률이 다른 층을 박막으로 다층 코팅하

여 외부광의 소멸 간섭을 유도하여 반사를 줄이

는 필름이다. 이 필름은 시인성이 우수한 반면 다

층 코팅 공정에 따른 제조비용이 상승하므로 프

리미엄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990

년대 후반에는 TV, 모니터, 노트북의 90% 이상

에 눈부심 방지 필름이 적용되었고 고사양 제품

인 터치 패널, 내비게이터 제품군에 반사 방지 필

름이 소량 적용되었다.

(1) 기술도입기(1998~2003)

LG화학은 1998년에 편광판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요 원재료들을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그 중에

서도 가격 비중이 가장 높고 기술이 필요한 재료

가 바로 표면처리 필름이었다. 표면처리 필름의 

주요 제조사는 모두 일본 기업들이었으며 DNP 

(Dai Nippon Printing), 일본제지, Tomoegawa, 편

광판 제조사이기도 한 Nitto Denko, Toppan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표면처리 필름

의 핵심기술은 광학 특성을 구현하는 소재 개발

과 정밀 코팅 공정이다. 표면처리 필름은 고가의 

TAC 필름 위에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물이나 코

팅성 불량에 의하여 수율이 저하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정밀 코팅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면처리 필름은 당시 편광판 제조원

가의 약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

하는 디스플레이 표면에 위치하므로 편광판 품질

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쉽게 국산화할 엄

두를 내지 못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

었다. 또한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제한된 TAC 필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9> 눈부심 방지(AG) 코팅 및 저반사 코팅의 원리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58> 디스플레이 표면에 위치하는 편광판의 구조

Protectiv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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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표면처리 필름의 수급과 가격은 제조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LG화학은 TFT LCD용 편광판 사업을 시작하면

서 부품 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면

처리 필름 등 광학용 기능성 필름의 국산화를 전

략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LG화학은 과거 

장판, 벽지 등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면서 쌓아온 

롤(roll) 코팅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플라스틱용 코팅 소재 연구

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정과 소재에 대한 기

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필

요에 따라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광학용도의 표

면처리 소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출시한 국산 제품은 RPTV (Rear Projection TV)

용 대전방지·눈부심 방지 필름이다. 당시 기술로

는 1,000mm 폭의 광폭 코팅 필름임에도 불구하

고 품질 균일성을 갖는 제품을 생산했다.

(2) 기술체화기(2004~2008)

이 시기 TV 시장은 기존의 브라운관에서 LCD, 

PDP 등 평판 TV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특히 

LCD TV 시장은 LCD 패널 업체들의 차세대 라

인 투자에 힘입어 2004년 약 1,000만 대 생산에

서 2005년 약 2,600만 대로 생산규모가 성장하였

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LCD용 편

광판 시장에서 LG화학 등 국내 기업과 대만 기업

들의 입지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전체 

편광판의 80%를 일본 기업이 생산하고 있었으나 

2004년에 대만과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40%까지 

올라감에 따라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60% 수준

으로 떨어졌다.

본격적인 LCD용 표면처리 필름을 생산하기 위하

여 LG화학은 2004년 하반기 오창 테크노파크 공

장에 1,330mm 폭의 표면처리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설비인 ‘정밀코팅기 1호기’를 준공하였

다. 약 5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친 뒤 2005년 

상반기부터 초도 양산을 시작하였다. 초기 생산 

제품은 당시에 가장 범용으로 사용되던 눈부심 

방지 필름이었다. TV 용도로는 Haze 13%, 노트

북 용도로는 Haze 25%인 눈부심 방지 필름이 적

용되고 있었으며 LG화학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

은 Haze 13%의 눈부심 방지 필름을 1차 제품으

로 출시하였다. 투명 광학 필름 생산에 대한 노하

우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현장의 공정 엔지

니어가 중심이 되어 검사 장비 등 품질관리에 대

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정과 검사에 대한 기술

력을 축적하였다. 이와 같이 박막 코팅에 대한 노

하우가 축적되면서 2005년 하반기부터 차기 제품

으로 프리미엄 노트북용 반사방지 필름을 출시하

였다. 당시 표면 반사율은 2%대였는데, 습식 코팅 

방식으로 최저 반사율의 반사방지 필름이라고 할 

수 있다.

LG화학은 시기적절한 라인 투자와 집중적인 연

구개발 등에 힘입어 2006년 상반기 시장의 18.6%

를 점유하며, 세계 편광판의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다. 터치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는 디

스플레이 표면을 오염시키는 지문 등이 쉽게 잘 

지워질 수 있는 내오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편

광판에도 동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가 계

속되었다. LG화학에서는 상분리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2회였던 코팅 방식을 1회 코팅 방식으로 구

현함으로써 내오염성을 갖는 내마모 코팅 기술을 

개발하였다.

(3) 기술선도전환기(2009~2014)

2009년부터 표면처리 필름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

었다. LCD TV가 대형화됨에 따라 기존 CRT나 

PDP TV 대비 좁은 시야각, 패널 생산 중 발생하

는 정전기에 의한 오염, 외부 빛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려는 패널 

제조사들이 증가하였고 이는 고품질의 표면처리 

필름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콘트라스트 비, 해상도, 휘도 등의 화질의 손실

을 최소화하면서 시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요구

이다. 당시의 표면처리 필름의 선두 업체인 DNP, 

Toppan과 LG화학에서는 고해상도 TV용 표면처

리 필름 개발에 착수하였다. 편광판의 고사양화

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LG화학이었다.

LG화학은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세계 편광 필

름 시장의 32%를 차지하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

었다. 이어 일본 니토덴코가 25.2%로 2위, 스미

토모화학은 24%로 3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특히 

LED TV용 편광판은 LG화학과 니토덴코 사만이 

공급할 정도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지배력이 

강하였다. LED TV와 3D TV 등 프리미엄 TV 시

장이 커질수록 LG화학의 영향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LG화학은 2010

년 하반기에 2,300mm 초광폭 라인 가동을 추진

하는 등 편광판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위하

여 노력하였다. 2012년 세계 표면처리 필름 생산

능력을 비교해보면 DNP 31%, Toppan 23%, LG

화학 16%순으로 3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NittoDenko 8%, 일본제지 7%, 동우화인켐 4%, 

효성 4% 등이 뒤를 따른다.

LG화학은 국내 최대이며 세계 3위의 생산능력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최근 TV의 대형화, 

디자인 경쟁으로 TV를 가구로 인식하는 소비자

가 증가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

낌을 줄 수 있는 광택감 있는 표면처리가 증가해

왔다. TV에 적용되던 기존의 눈부심 방지 필름

은 콘트라스트 비, 해상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

어 신개념의 눈부심 방지 필름의 개발이 요구되

었다. 낮은 헤이즈(haze)에서 눈부심 방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표면처리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LG화학, DNP, Toppan에서 제품을 출

시하였으며, <그림 4-60>과 같이 DNP, LG화학, 

Toppan의 순으로 TV용 표면처리의 시장 점유율

을 기록했다.

(4) 기술선도기(2015~현재)

2015년은 표면처리 필름에 대한 국내 기술력이 글

로벌 수준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디스플레이 패

널 제조사에서는 LCD의 휘도 상승과 제조비용 

출처 : LG화학 내부 자료

<그림 4-60> 신개념 눈부심 방지 표면처리 필름과 기존의 필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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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위하여 COT (color � lter on TFT)를 개발

하여 출시하였다. 표면반사가 6% 수준인 기존 패

널에 비하여 10%로 표면반사가 증가함에 따라 고

객의 클레임이 있었다. LG화학은 패널 제조사의 

제품 판가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기존 눈부심 방

지(AG) 필름의 제조원가대비 비용 상승을 최소

화한 눈부심 방지·반사방지(AG·LR) 필름을 개

발하여 적용하였다. LG화학은 세계 표면처리 필

름 업계의 표준 제품을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하

였다. 이는 일본의 DNP나 Toppan을 앞서는 계

기가 되었다. 프리미엄 TV 시장의 성숙과 더불어 

반사방지 기능이 강화된 AG·LR 필름의 수요는 

2016년 전체 필름 수요의 13%를 차지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였다. 향후 AG·LR 필름은 2017년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LED TV 

용도로 적용되고 있는 반사방지 필름의 경우, LG

화학이 고유의 상 분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제

품이다. 이는 낮은 반사율과 우수한 기계적 특성

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일본 업체와

의 격차를 벌이는 데도 기여했다.

4.7.3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 기술 : 동진쎄미켐

동진쎄미켐은 1992년 2월, LCD용 컬러필터 제작

에 필요한 컬러 레지스트를 개발한데 이어, 1994

년 최초로 TFT-LCD용 포지티브 감광재 개발에 

성공하였다. 2004년에는 LG디스플레이 향(向) 구

리(Cu)용 4-Mask 감광재를 최초로 국산화하였

고, 2006년에는 대면적 TV용 감광재 생산을 시작

으로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하였다.

현재 동진쎄미켐은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

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연간 

매출액 800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동진쎄미

켐은 국내 최초로 TFT-LCD용 스트리퍼(stripper) 

판매를 시작하였고, 2002년 혼산 에천트(Etchant) 

개발을 시작하며 중국 TFT-LCD 분야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TFT용 비과수 구

리(Cu) 에천트를 생산함으로써 고객사 수율 향상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하였고, 해외 시장에도 판매

를 시작하여 현재 해외 시장 점유율 55%를 달성

하고 있다. 2003년에는 독자적인 에폭시-아크릴

레이트(epoxy-acrylates) 중합 정제기술을 기반으

로 고감도 포지티브 절연막 양산에 성공하였다. 

2010년 TV 및 IT용 네거티브 절연막을 최초로 개

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저온 

경화 가능한 폴더블(foldable) OLED용 소재 개발

에도 성공하여 세계 최초로 OLED향 절연막 시

장을 개척하였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동진쎄미켐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

고 있던 액정 소재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LG디스

플레이와 공동 개발로 2011년 국내 최초로 국산

화에 성공하였고, 2015년 삼성디스플레이에 PLS 

(IPS) 모드용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동진쎄

미켐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디스플

레이 소재인 OLED, Flexible, 투명 소재 등의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   기술도입기 : 자체 기술로 국내 생산 개시 

(1992~1995)

1990년 5월 금성사(현 LG디스플레이)는 국내 최

초로 3인치 TV용 TFT-LCD 개발을 시작하고, 

1993년 TFT-LCD의 양산을 위한 공장 건설에 착

수하였다. 삼성전자 또한 1993년 12월 공사를 시

작하여 1995년 양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1996

년에는 현대전자가 LCD 모니터 사업에 본격 진

출하고 양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로써 ‘제2

의 반도체’라 불리는 TFT-LCD의 수요는 급증하

게 되었다. LCD 생산공정은 그보다 일찍 발전을 

시작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하다. 1983년 삼성전

자가 64KD램 메모리칩을 생산하면서 세계 시장

에서 한국의 D램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존재로 부상하였다. 반도체칩 메이커들의 급성장

과는 달리, 국내 전자기기용 소재 산업은 1984년

까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동진화성공업(현 동

진쎄미켐)은 1989년 1메가 D램급 감광재 개발을 

시작으로 1993년 10월 삼성전자에 g-라인용 포지

티브 감광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국

내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미국과 독일·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감광재 개발에 성공하였다.

감광재는 미세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TFT 공정 

소재로, 빛 조사(照射) 여부에 따라 다르게 감응

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한다. 이는 필름 사진

을 현상할 때의 원리와 유사하다. 반도체 공정에

서는 실리콘웨이퍼에, LCD 공정에선 패널 하판

에 탑재되는 TFT 위로 분사된다. 이 기술을 기반

으로 동진화성공업은 1991년 2월, 삼성전관(현 삼

성SDI)에 브라운관 BM (Black Matrix) 형성용 네

거티브 감광재를 양산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에 진출하여 LCD용 감광재 및 관련 소재 사

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진쎄미켐은 1992년 2월 

LCD용 컬러필터 제작에 필요한 컬러 레지스트를 

개발한 데 이어, 1994년 7월에는 TFT-LCD용 포

지티브 감광재를 개발하였다. 그 해 12월에는 LG

전자에 TFT-LCD용 박리액(stripper)을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11월에는 TFT-LCD용 박

리액을 현대전자에, TFT-LCD용 포지티브 감광

재를 삼성전자에 각각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써 국내 최초로 디스플레이 감광재 국산화의 신

호탄이 켜졌다.

나. 기술체화기 : 기술의 완전 국산화(2001~2003)

LCD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1998

년 3.5세대(600×720mm) 생산라인을 착공하였다. 

이에 삼성은 2세대(370×740mm) 라인, 3세대(550

×650mm) 라인과 함께 총 3개 양산 체제를 갖추

게 되었다. 이후 전자소재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

에 나섰지만, 원재료는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의존하였다. 이 중 액정 및 컬러필터는 

LCD의 핵심소재이며 소재 비용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전무하여 당시에

는 전량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한

국의 LCD 생산량 및 출하량이 증가할수록 일본

으로부터의 핵심소재 수입이 증가하여 국부가 일

본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또한 LCD의 시장규모

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핵심소재에 대하여 기술의존도가 매우 컸기 때문

에, 국내 LCD 생산업체의 입장에서도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0년 LG화학은 LCD 

컬러 레지스트를 독자 개발함으로써 전자소재를 

최초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2001년 동

진쎄미켐은 삼성전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컬

러 레지스트를 개발하여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4장
정밀화학 산업

494 495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고 가동에 들어갔다.

TFT-LCD용 반사형 컬러 레지스트와 유기블랙 

레지스트 등 다양한 감광재의 국산화에 성공한 

동진쎄미켐은 대만 및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를 

공략하여 2002년 6월 대만 ARIMA와 ATMC에 

컬러 레지스트 수출을 성사시켰다. 나아가 2003

년 10월에는 일본 마이크로기연에 휴대폰 액정 

감광재를 수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진쎄미켐은 

한국 업체로는 최초로 스미토모(住友), JSR 등이 

포진하고 있는 감광재 기술 종주국 일본에 역수

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다.   기술선도전환기 : 국내 기술의 고급화 

(2004~2008)

2002년 LG필립스는 세계 1호 5세대(1,000×

1,200mm)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삼성전

자 또한 5세대 라인을 가동함으로써 17, 19, 20인

치의 대형 모니터와 20인치 이상의 TV가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이어 LG필립스는 6세대 라인에 

투자하여 30인치를 타깃으로 주력한 반면, 삼성

전자는 2003년 7세대 LCD 생산 착수 계획을 발표

하고 40인치 생산에 주력하며 중대형 TV 시장에 

승부수를 두었다. 2003년 중반, 국내 LCD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국내 전자소재 업체들

의 소재 국산화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2003년 애경유화는 유기물에 대한 용해력이 뛰어

나면서도 독성이 낮아 친환경 세정제로 사용되

는 기능성 화학물질인 TFT-LCD 세정제를 개발

하였고, 한국알콜산업은 현상액을 개발하였다. 

또한 방전에 의한 발광을 이용하여 글자 및 화상

을 표시하는 장치인 차세대 혁신적 벽걸이용 TV, 

PDP (Plasma Display Panel)의 개발이 선도 사업으

로 추진됨에 따라, PDP 소재 분야의 국산화도 가

속화하였다. 동진쎄미켐은 2004년 국내 PDP 소

재 시장을 겨냥하여 PDP용 전극 소재, 격벽 소

재, 유전체 소재 등의 개발에 성공하며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였다. 첨단 필름 소재의 국산화도 

지속되어,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필름은 도레이새

한, LCD용 대전 방지 필름은 PMK가 나섰다. PI 

필름은 SKC가 430억 원을 투자하고 양산에 들어

갔다.

동진쎄미켐은 2005년 TFT-LCD의 배선 형성공

정에 사용되는 금속 전극용 식각액을 개발하여 

장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 소재

의 개발로 동진쎄미켐은 TFT-LCD 공정 라인에

서 포토레지스트와 공정용 약액 및 장비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토털 솔루션 제공업체로 

발돋움하였고, TFT-LCD 셀 갭 제어용 국산 컬

러 스페이서 제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 LCD 업계가 한국 기술을 맹추격함에 따라 

동진쎄미켐은 2006년 중국의 유력 LCD 패널 생

산 업체인 BOE의 수요를 겨냥하여 중국 공장을 

가동하고, 현지 생산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기 시

작하였다.

라.   기술선도기 :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과 수출 

 (2009~현재)

2000년대 중반부터는 LCD TV가 40인치 이상

으로의 대면적화와 함께, ‘고화질(HD - High 

de� nition)’에서 ‘초고화질(Full HD)’로 고해상도화

가 진행되면서 그에 관련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

었다. 2007년 삼성전자는 세계 3대 디스플레이 행

사 중 하나인 IMID에서 8세대(2,200×2,500mm) 

52인치 대형 LCD를 선보였고, 2008년에는 LG디

스플레이가 일본의 Sharp, 한국의 삼성전자에 이

어 세계 LCD 업계에서 3번째로 8세대 양산에 돌

입하였다. 대형 패널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높아

지면서 2012년에는 60인치 시대가 열렸으며 일본 

Sharp에 이어 한국, 대만의 LCD 업체들도 대형 

LCD 패널 시장에 가세하였다. 세계적으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50인치대를 넘어서는 

대화면 초고선명(UHD - Ultra-high definition) 

TV에 대한 요구도 생겨났다.

또한 삼성SDI가 4세대 능동형(AM) 유기발광다

이오드(OLED) 생산라인을 완공한 뒤 세계 처

음으로 시제품 생산에 돌입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AM 

OLED는 전자 이동도가 높고 전기적 성능이 우

수한 저온 폴리실리콘(LTPS - 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Silicon) 방식으로, a-Si (Amorphous 

Silicon) 방식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고해상

도 구현에 유리하여 화질 면에서 우수하다. 기

존 a-Si 기반의 TFT 공정에 사용되던 식각액

은 LTPS TFT 공정에 적용시킬 경우 유니퍼머티

(uniformity) 불량에 의한 흰 얼룩 문제를 일으킨

다. 2009년 동진쎄미켐은 LTPS TFT 공정에 적용 

가능한 식각액 개발에 성공하였다.

한편 LCD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공정 간소화 및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일찍이 감

광재 기술을 인정받은 동진쎄미켐은 TFT-LCD

용 하프톤(Halftone) 포토레지스트를 세계 최초

로 개발·양산에 성공하여 국내 LCD 기업들이 

4-mask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고 공

정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를 인정

받아 동진쎄미켐의 ‘TFT-LCD 감광재’는 2009년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었다.

2014년 IHS 조사 자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감

광재 출하량 점유율은 독일 Merck 33%, 동진쎄

미켐 29%, 일본 TOK 27%, 기타 11% 순이었고, 

4-mask (Less Mask용 PR)의 경우 동진쎄미켐이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LCD의 대형화로 금속 배선의 길이가 길어지고, 

고정세화로 금속 배선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저

항값이 낮은 소재 도입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대형·고화질 제품을 중심으로 게이트(gate), 소스

(source), 드레인(drain) 등의 금속 배선 소재가 알

루미늄(Al)에서 구리(Cu)로 교체되었다. 구리는 

부식이나 불순물에 민감하여 부식방지제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계 박리액의 사용량이 증가

하는 추세였다. 이에 LTC는 기존 업체들이 대부

분 유기계 박리액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수계 박

리액을 개발하여 양산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박리액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19.5%)를 달성하였다.

구리 배선 수요 증가와 함께, 구리 메탈 층에 대

한 접착력 또한 개선되었다. 동진쎄미켐은 국

내 최초로 식각 시 접착력이 개선된 구리(Cu)용 

4-mask 감광재 개발에 성공하여 2004년 LG디스

플레이에 최초 양산·납품 하였으며, 2009년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양산·납품하며 국내 감광재 시

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은 대규모 라인을 

앞세워 대면적 LCD 패널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

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과 LCD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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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쟁하기에는 물량 공세와 가격 경쟁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 패널 업체들은 LCD 라인

을 OLED로 전환 및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

면적 패널 양산라인인 8세대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백플레인으로 

사용되는 a-Si TFT가 OLED 라인에서 이용되는 

Oxide TFT로 전환 가능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

율적이기 때문이다. Oxide TFT는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며, LTPS TFT 공정보다 단가가 낮고 대면

적화 공정이 용이하다.

기존의 Oxide TFT 기술은 식각정지층(ESL - 

Etch stop layer)을 반도체상에 한층 더 형성하는 

것으로, ESL 패턴 형성으로 인한 마스크 공정이 

한 번 더 필요하였다. 하지만 2013년 삼성전자 공

정개발팀과 동진쎄미켐 에천트팀이 식각액을 공

동 개발함으로써 S/D 형성 과정에서 식각액만의 

선택비로 식각정지층이 없는 BCE 구조의 산화물 

TFT 제작공정을 가능케 하였다. BCE 공정용 식

각액 개발에 있어 IGZO 레이어(layer)에 대한 선

택성을 갖게 하는 과정은 BCE 공정의 핵심기술

이다. IGZO 레이어를 Å 단위에서 제어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공정이었으나, 식각액의 원자재 생산

부터 제품 생산절차를 수정 관리하며 IGZO에 대

한 선택비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선택적 식각 구현

에 성공하였다.

동진쎄미켐은 Oxide TFT, LTPS 등 적용 가능

한 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바 있

으며, 유기절연막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이 기술

은 LCD 및 OLED 패널에 적용 가능한 유기절연

막 조성물(명칭 : 네거티브 감광성 수지 조성물)

에 관한 것으로 감도와 투과도가 뛰어나고, 공정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

가를 받기도 하였다. 유기절연막은 TFT에서 투

명 전극과 데이터 라인의 혼선을 막는 역할로 데

이터 라인에 인접한 투명한 픽셀 전극을 통하여 

패널의 개구율과 휘도를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

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 JSR에서 유일하게 생산해 

온 최첨단 소재이기도 하였다. 동진쎄미켐은 기술

력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화를 목표로 

2003년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동진쎄미켐

은 2006년 삼성디스플레이 향 세계 최초 LTPS 모

바일 디스플레이용 포지티브 유기절연막과 2009

년 LG디스플레이 향 세계 최초 IPS 액정 모드용 

네거티브 유기절연막 양산에 각각 성공하였다. 또

한 2010년부터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삼성·LG디스플레이용 네거티브 유기절

연막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2012년 세계 유기절연

막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삼성·LG

디스플레이 LCD TV용 유기절연막을 단독으로 

양산 중이다.

개발과정에서 JSR의 특허 무효화 소송으로 무려 

3년에 걸친 지루한 분쟁이 있었다. 하지만 동진쎄

미켐의 유기절연막에 대한 JSR의 무효화 소송이 

기각되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시장에 진입

하여 매년 매출액을 2배 이상 성장시켰다. 2015년

에는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동진쎄미켐의 유기절연막은 세계

시장의 약 90%, 국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1분기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

이가 97.7%를 점유함으로써 중소형 OLED 시장

은 삼성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애플이 

OLED 채택을 발표하면서 세계 패널 업계 간 생

산 경쟁은 치열해졌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제조

사들이 앞다투어 생산라인 구축에 착수하였다. 

대만 폭스콘(Foxconn)에 인수된 일본 Sharp는 2017

년부터 OLED 패널 생산 예정이고, 스마트폰 패

널 시장 2위권 업체인 일본 재팬디스플레이(JDI)

도 2018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생산라인을 구

축하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도 2018년 초 양산을 목표로 플렉서블 OLED 생

산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 티안마와 

AUO, 에버디스플레이도 가세한 상황이다.

OLED는 LCD에 비하여 색의 재현성, 시야각 등

의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체발광 소자

를 활용하는 패널 구조상 BLU (Back Light Unit)

가 필요 없다. 따라서 수요 제품의 슬림화와 플렉

서블 및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에 유리하다. 급성

장하는 OLED 산업 중 소형 모바일 AMOLED는 

시인성 및 화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중대형 

AMOLED는 제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40인치 이상의 대면적 AMOLED 제품화 

개발 및 5~6세대 기판을 이용한 TFT 공정 장비, 

유기 증착·봉지 공정장비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형 AMOLED를 위한 고효율 인

광 재료, 용액 재료, 봉지 재료 개발 및 OLED 화

질 향상을 위한 회로기술 개발이 주요 과제이다.

OLED 공정별 소재에는 기판 형성, 소형 화소 형

성, 대형 화소 형성, 봉지(封止)공정 소재가 있

다. 소형 화소 형성 소재로서는 공통층 관련 소

재로서 정공 주입층(HIL), 정공수송층(HTL), 

P-dopant, RGB 발광층 프라임(prime) 소재, RGB 

발광층(호스트·도펀트) 소재, 전자수송층(ETL), 

전자주입층(EIL) 등이 있다. 정공주입층 및 정공

수송층 소재는 국내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우위

를 점하고 있으며 두산, 덕산, LG화학이 공급하

고 있다. P-dopant 소재는 독일의 Novaled(2013, 

삼성SDI가 인수)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RGB 프라임 소재는 덕산이 적색 프라임 소재를 

출처 : Displaybank, 2011

<그림 4-61> 감광재 시장점유율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그림 4-62> OLED 공정별 소재 분류

화소 형성공정 소형 화소 형성 소재

기판 형성 소재 기판 형성 소재

제조공정 핵심공정 소재

대형 화소 형성 소재

모듈(Module) 공정

봉지공정 봉지공정 소재

기타 공정

셀(Cell) 공정

TFT Array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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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로는 독일의 Merck, 

일본의 Idemitsu(出光), Toso, Toray 등이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아직은 해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국내 기업에 비하여 높은 상태이다. 하

지만 최근 패널 업체의 프라임 소재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프라임 소

재 개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RGB 

발광층 소재로는 호스트 소재와 도펀트(Dopant) 

소재가 있다. 적색 및 녹색 인광 호스트 소재는 

미국의 UDC가 시장 점유율을 100% 차지하고 있

는데, 이 회사는 원천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독점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색 인광 

소재는 개발되어 있지 않아 형광 발광 소재가 적

용되고 있다.

청색 발광 소자의 경우 두산이 세계적인 기술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또한 독점하고 있

다. 적색 인광 호스트 소재는 덕산, Dow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일본

의 Idemitsu와 Toray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 업체

와 해외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대등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양분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녹색 인광 호스트 소재는 국내 

업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

며, 삼성SDI와 Dow가 세계 시장의 약 90%를 차

지하고 있다. 청색 호스트 소재는 기존에 일본의 

Idemitsu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최근 국내 

업체인 SFC가 우수한 특성의 소재를 개발하면서 

시장 점유율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수송층 소재는 그동안 꾸준히 전자수송층 

소재를 공급하여 왔던 LG화학과 삼성SDI가 재

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일본의 Toso, 

Idemitsu, Novaled 등의 업체가 있다. 전자주입층 

소재는 두산, Dow, 희성소재 등이 소재를 공급

하고 있다. 대형화소 형성소재는 소형화소 형성에 

사용되는 소재가 대부분 적용되고 전하생성층

(CGL) 소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LG화

학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봉지공정에는 박막 봉지공정 및 대형 봉지공정에 

적용되는 유기 소재들이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무기 복합막 구조의 박막 봉지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SDI에서 유기소재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페이스 실(face 

seal) 구조의 대형 봉지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

며, LG화학에서 유기소재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공정에서는 기판 형성 소재로 유리기판을 

사용하였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플렉서블 

OLED에서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 중이다. 플

라스틱 기판에는 TFT 형성공정에 안정적으로 적

용 가능한 PI(폴리이미드) 기판을 사용 중이다. PI 

기판은 일본 업체인 Ube(宇部), Kaneka가 100%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아직까지 양산 수

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여 국산화가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코오롱을 중심으로 LG화학, 두산, 

동진쎄미켐 등이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OLED 

등의 고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차

세대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

으며, 중국의 LCD 시장에의 공격적인 투자로 국

내 LCD 업계의 성장률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해

외 패널 업체들의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

잉 현상으로 판가 하락이 불가피하고 성장 정체

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2014년 이후 패널 사이즈의 대형화 흐름이 가속

화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의 두 축인 TV 

패널과 모바일 패널의 출하면적 증가율은 출하대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흐름 가운

데 대형 비중을 늘리고 생산수율 제고를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이

는 국내 디스플레이용 소재 산업의 기술력 및 원

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공정기술

의 향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

서는 LTPS, Oxide 기반 및 초고화질(UHD) 등의 

고부가가치 패널 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

광받고 있는 OLED 기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LCD 공정 소재를 중심으로 

중국 등의 신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디스플레

이용 소재 산업의 주요 과제이다.

4.8 실리콘 웨이퍼 산업

한국의 실리콘 웨이퍼 산업은 1980년대에 시작한 

이래로 여러 가지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

장하고 규모를 확대해왔다. 국내의 웨이퍼 산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나 1994년경에는 실리콘 웨이퍼 국산

화율이 41%에 이르며 반도체 재료 자급이 가능

출처 : IHS Display, 2015

<그림 4-63> OLED 소재 시장 점유율(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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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또한 해외 수출도 증가하여 국내 업체들

의 수출 비중은 총 매출액의 40~50% 수준에 이

르렀다. 그동안 웨이퍼 기술은 제품의 기본 형태

를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최첨단 반도체 소

자용 웨이퍼 품질이 구현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150mm에서 300mm 웨이퍼로 주력 제품이 변화

하는 동안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 20개

가 넘는 웨이퍼 제조 업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5개 업체가 전체 시

장의 93%를 점유하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수익성

과 품질 개선에 뒤처진 업체들이 정리되고, 소재 

기술 확보, 대구경(大口徑)으로의 세대 전환을 성

공적으로 진행한 업체들만이 살아남은 것이다. 

이러한 혹독한 경쟁을 거치면서 국내 웨이퍼 기업

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글로벌 플레

이어로 경쟁력을 갖추어왔다.

또한 국내 웨이퍼 기업은 그로어 설계 등 자체 기

술을 전개하여, 관련 장치 업체를 육성하고, 원·

부재료의 국산화를 확대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반도체, Intel 등 고객들과 중요한 시

기마다 긴밀한 기술교류를 통하여 반도체 소자

와 웨이퍼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

하고, 최적 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

다. 반도체 산업은 PC,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성장기를 지나왔다.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등

에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실리

콘 웨이퍼는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과 응용 분야

를 동력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의 역할을 계속 확

대해 나갈 것이다.

4.8.1 실리콘 웨이퍼 기술

실리콘 웨이퍼는 컴퓨터 메모리와 같은 집적 소

자나 각종 전자장치의 트랜지스터(transistor)와 

같은 기본 소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의 기본 재료이다. 고순도의 실리콘 단결정(Single 

Crystal)을 원형의 박판(Wafer) 형태로 가공한 제

품으로 웨이퍼의 크기와 세부 형태, 결정의 구조, 

불순물 허용범위, 평탄도와 결함수준 등 반도체 

소자 산업이 요구하는 엄격한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실리콘 웨이퍼 제조의 주요 기술은 폴리-실리

콘(Poly-Crystalline Silicon)을 녹여 단결정 잉곳

(Ingot, 원통형의 single crystal 덩어리)을 만드는 그

로잉(Ingot Growing) 기술과 이를 정해진 규격의 

둥글고 얇은 박판으로 만드는 웨이퍼링(Wafering) 

기술, 그리고 표면에 추가로 실리콘 층을 증착시

키는 에피(Epitaxial) 기술로 구분된다. 제품 측면

에서는 웨이퍼의 직경에 따라 300mm, 200mm, 

150mm 웨이퍼 등으로 구분한다.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는 Polished Wafer, EPI Wafer 또는 P-type 

Wafer, N-type Wafer로 구분할 수 있다.

단결정 잉곳 그로잉에서는 원재료인 폴리-실리

콘을 쿼츠(Quartz) 도가니에 담아 1,400℃ 이상

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모두 녹이는 작업이 선행

된다. 이후 작은 단결정 종정(Seed Crystal)을 실리

콘 용융액에 접촉시켜 용융액 내의 실리콘 원자

가 종정에 달라붙도록 하여 천천히 종정 아래로 

단결정이 성장하게 한다. 이 공정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기판 재료로서 필수적인 품질인 결정방향

(Crystal Orientation)이나 비저항, 산소불순물의 적

정량 등을 구현해야 한다.

웨이퍼링은 그로잉을 통하여 얻어진 잉곳을 얇은 

박판으로 절단하고 표면을 가공하여 정해진 규

격의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이다. 박판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

면의 손상 층을 제거하면서 평탄하고 깨끗한 표

면을 만들기 위하여 박판절단(slicing), 평판연마

(lapping), 식각(etching), 경면연마(polishing), 세정

(cleaning)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친다.

에피 공정은 반도체 소자의 특수한 용도를 위하

여 웨이퍼의 표면 위에 전기적 타입이 다른 실리

콘 층을 올리거나, 좀 더 균일하고 결함 없는 결

정 영역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로 얇은 실리콘 층

을 증착하는 공정이다.

4.8.2 한국의 실리콘 웨이퍼 산업 전개

비즈니스 체인으로 보면, 웨이퍼 산업은 원재료 

산업으로부터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아 

단결정 웨이퍼를 제조하고, 이를 삼성전자나 Intel

과 같은 반도체 소자 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산업의 

시장규모는 93억 달러이고, 여기에서 한국은 전 

세계 수요량의 9%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자 기술은 1983년 삼성의 64K 

DRAM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 48단 3D-NAND

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1985년에 256K용 150mm 

Fab, 1994년 64M용 200mm Fab., 2003년 256M

용 300mm Fab. 증설 등으로 산업 규모도 확대되

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웨이퍼 사용량은 2017

년 300mm 제품으로 Polished Wafer가 월 164만 장, 

EPI Wafer는 월 8만 5,000장 수준의 규모이다.

한국의 실리콘 웨이퍼 산업은 1983년 동부의 코

실과 1984년 럭키소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두 

회사는 1990년 합쳐서 실트론이 되었다. 같은 해 

포스코, 삼성전자, 미국의 MEMC가 합자한 포스

코휼스(PoscoHüls)가 국내 웨이퍼 산업에 진입하

였다. 포스코휼스는 2000년 국내 지분이 철수하

여 MEMC Korea가 되었다. 이후 한국의 웨이퍼 

산업은 LG실트론과 MEMC Korea가 주축이 되

어 이어오고 있다. 2017년의 300mm 웨이퍼 국내 

생산 자급 비중은 Polished Wafer 31%, EPI Wafer 

35% 수준이다.

한국의 실리콘 웨이퍼 기술의 발전을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미국 기업과의 제휴로 기술을 도입하

고 중소구경 제품을 생산하였던 1980년대와 1990

년대 초반의 기술도입기(1983~1993), 핵심 품질

인 결정 결함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주로 200mm 

제품을 생산하며 자체적인 그로어(Grower) 설

계와 제작이 가능해진 1990년대 후반의 체화기

(1994~2000), 300mm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품

출처 : Gartner

<그림 4-64> 실리콘 웨이퍼 점유율(2017년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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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생산성 경쟁에서 앞서 있던 일본 경쟁사들

을 따라잡은 성장기(2001~2008), 범용 제품뿐 아

니라 삼성전자, Intel 등의 최선단 소자용 제품을 

개발하며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전환기(2009~)로 

구분할 수 있다.

4.8.3   기술도입(1983~1993)    

: 100, 125, 150mm 제품 기술

1983년 동부와 미국의 몬산토(Monsanto)의 합자

로 코리아실리콘웨이퍼(이하 코실)가 설립되었

다. 코실은 1986년 구미에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100mm, 125mm, 150mm 웨이퍼 생산을 시작하였

다. 몬산토로부터 단결정 잉곳을 수입하고, 국내

에서 웨이퍼로 가공하는 반제품 가공 형태였다. 

1984년 럭키소재는 미국의 실텍(Siltec)과 기술 제

휴를 맺고, 1987년 구미에 잉곳 생산과 웨이퍼 가

공공정을 모두 갖춘 공장을 준공하였다. 1988년 

양사의 생산능력은 연간 6,200만in2 규모(150mm 

웨이퍼로 환산하면 월 약 18만 장)이었다.

1977년 삼성반도체, 1979년 금성반도체가 설립되

면서 국내 기업이 반도체 소자 산업에 진입하였지

만, 웨이퍼 사업 진출은 5~6년 늦게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은 1983년 삼성이 64K DRAM을 

개발하고, 1985년 256K DRAM용 150mm 월 2만 

장 규모의 라인을 증설하였고, 현대전자(현 SK하

이닉스)가 256K DRAM 개발을 발표하는 등 국내 

소자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및 대규모 투자에 적

극적으로 나서던 때였다.

국내 웨이퍼 산업이 미국 기업들과의 합자 및 기

술 제휴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 1986

년, 실텍이 일본의 미쯔비시메탈에 인수되었다. 

몬산토도 1989년 코실에 단결정 잉곳 공급을 중

단하고 지분을 철수하였다.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고 경

영이 악화된 것이다. 당시 국내의 연구원과 엔지

니어들은 충분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 상황이

었고, 원자재 공급이나 기술적 경험 역시 부족하

였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Neck, Shoulder, Body, Tail 등 초크

랄스키(Czochralski) 방식의 기본 구조를 갖춘 단

결정 잉곳을 안정된 수율로 만들기 위하여 많

은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P-타입 제

품뿐 아니라 휘발성이 높은 안티모니(Sb) 도펀트

(Dopant)의 제품이나 다양한 소구경 제품이 개발

되었다. 잉곳 성장 도중 단결정이 다결정으로 변

해버리는 불량인 스트럭처 로스(structure loss), 산

화적층결함(OiSF - Oxidation induced Stacking 

Fault)과 같은 결정 결함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냉각수 온도, 그로어 내부 압력 제어 등의 

공정기술이 개발되었다.

웨이퍼링 기술로는 ID (Inner Diameter) Saw 방식

의 절단, 소구경 연삭, 부식처리 (Caustic Etching), 

슬러리와 패드를 이용한 단면 연마, SC1 (Standard 

Cleaning 1)과 SC2로 구성된 세정, 스핀(Spin) 방식

의 건조 등의 기술이 셋업되었다. 웨이퍼의 두께, 

전체적인 굴곡인 바우(Bow)16)와 워프(Warp)17), 국

부적 굴곡인 STIR (Site Total Indicator Reading), 

표면 부착물 등 웨이퍼의 기본적인 형태와 평탄

도, 표면품질 구현에 많은 기술 개발이 진행되

었다. 이 시기에는 레이저 마크(Laser Mark)18)나 

MCLT (Minority Carrier Lifetime)19), Blue Haze20) 

등의 부가적인 품질을 맞추는 데에 특히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 공정의 다양

한 요인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로잉의 각 부재

료, 열처리, 폴리싱 슬러리, 세정 등 전 공정을 최

적화하고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초 국내 반도체 산업 규모의 확대시기

에 맞추어 럭키소재는 1990년 코실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트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

다. 포스코휼스는 1993년 6,000만in2 규모의 공장

을 지으며 국내 웨이퍼 사업에 새로 진입하였다. 

이 시기의 국내 웨이퍼 공급은 1985년 1,400만 달

러에서 1993년 1억 9,8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웨이퍼 시

장의 자급률은 1985년 0.4%에서 1993년 28%로 

높아졌다.

4.8.4 기술체화(1994~2000) : 200mm 제품 기술

1995년 금성일렉트론에서 사명을 변경한 LG반

도체가 설립되고, 1997년에는 동부전자가 등장

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중반에는 16M와 64M 

DRAM 양산용 200mm 반도체 소자 Fab.이 증설

되었고, 200mm 웨이퍼 수요가 급증하였다. 웨이

퍼 산업의 주력 제품도 150mm에서 200mm로 변

화하였다. 포스코휼스는 1994년 200mm 양산을 

시작하였고, 1995년 동양전자금속을 인수한 실트

론은 이듬해인 1996년 200mm 공장을 준공하였

다. 실트론은 LG반도체, 현대전자 등에 200mm 

공급을 확대하였고, 대만의 UMC (United Micro 

Electronics)사를 대상으로 수출도 진행하였다. 

2000년 국내 200mm 생산능력은 월 50만 장 수준

으로 증가하였고, 매출규모는 4억 900만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5.3%를 차지하였다.

200mm 세대로 전환되면서 그로잉 기술에서는 

그로잉 장치의 대형화와 자석(magnet) 장착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잉곳의 구경이 커진 만큼 더 

많은 폴리-실리콘을 담을 수 있도록 장치의 모든 

부분이 비례하여 커졌다. 실리콘 용융액의 양이 

많아진 만큼 용융액 내의 대류 현상도 강해졌는

데, 도가니 회전 등의 이전 그로잉 기술만으로는 

이를 제어하기에 부족하였다. 추가적인 수단으로 

로렌츠 힘(Lorentz Force) 효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로어 외부에 대형 자석이 장착되었다.

또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웨이퍼

의 품질규격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파

티클(particle, 웨이퍼 표면 결함) 품질이 정밀해졌

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64K DRAM용으로 

사용되던 125mm 웨이퍼의 파티클 규격이 맨눈 

출처 : 전자신문

<그림 4-65> 코실 실리콘 공장 준공

16) 웨이퍼의 휨 측정 기법, 센터와 기준점 사이의 높낮이를 말한다.

17) 웨이퍼의 휨 측정 기법, 기준면과 중앙면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차이를 

  말한다.

18) 웨이퍼 식별을 위하여 표면에 레이저로 식별 인자(印字)하는 기술이다.

19) 웨이퍼의 오염도 측정기법이다.

20) 웨이퍼 표면의 불균일한 거칠기 변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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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ASTM F523)이었던 것에 비하여 1990년대 

중반 16M DRAM용 200mm 웨이퍼에서는 0.2㎛, 

이후 0.16㎛을 거쳐 2000년 256M용 웨이퍼는 0.1

㎛ 크기로 점점 정밀해졌다.

더 작은 크기의 파티클까지 제거해야 하는 품질 

요구는 웨이퍼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요구로 전개

되었다. 잉곳그로잉 중 실리콘 결정은 약 1,400℃

에서 상온까지의 냉각과정을 거친다. 고온에서 고

밀도로 형성된 점 결함들이 냉각과정 중에 결정 

내부에서 이동하고 서로 결합하여 대체로 0.1㎛의 

크기를 갖는 결정 결함이 수 개/cm2 수준으로 생

성된다. 이전 세대의 품질규격이던 0.2㎛ 크기의 

파티클은 주로 공기 중의 먼지와 같은 것이기 때

문에 웨이퍼의 세정기술이 중요하였으나, 파티클 

품질규격이 0.1㎛로 강화되면서 결정 기인성 파티

클(COP - Crystal-Originated Particle)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러한 결함을 제어하기 위한 그로잉 기

술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결정 결함을 제어하기 위한 웨이퍼 연구

와 기술 개발이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경쟁

적으로 진행되었다. 결정의 성장속도와 고체·액

체 계면에서의 온도편차를 잘 제어하여 최적 구

간을 유지하면 결정 결함 발생을 제어할 수 있다

는 이론(Voronkov의 V/G)이 정립되었다. 특히 고

객으로부터의 강한 개선 요구는 결정결함 제어기

술 개발에 큰 촉진제가 되었다. 도가니의 회전속

도, 히트 실드(heat shield), 용융액에 인가되는 자

기장의 모양 등을 공정 인자로 하는 결정 결함 제

어 기술이 개발되었다.

결정 결함의 크기와 밀도를 줄이고 웨이퍼 내 분

포를 조절한 저결함 제품과 그러한 결정 결함이 

거의 존재하지 않도록 만든 무결함 제품 등이 개

발되었다. 포스코휼스는 2000년에 무결함 제품

을 개발, 64M와 256M DRAM용으로 공급하였

다. 실트론은 1998년 저결함 웨이퍼, 2000년 무결

함 웨이퍼를 개발하였다. 이 제품들은 거의 곧바

로 200mm 메모리용 제품의 주력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자체적으로 그로어(Grower, 잉곳 

성장 장치)를 설계·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

었다. 그로잉 기술 도입 시기에 들여온 여러 종류

의 그로어 운용 경험과 1995년부터 시작된 그로

잉 제어 로직 기술 개발, 히트 실드 등 중요 내부 

부품에 대한 설계능력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특

히 외국의 웨이퍼 경쟁 업체의 견제로 인하여 그

로어 수급이 어려워졌던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실트론은 2001년 국내 장비 업체와의 협력으

로 200mm 그로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로써 이후 300mm 그로어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

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mm로 전환되면서 웨이퍼링 기술에도 평탄

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웨

이퍼 전면에서의 굴곡을 보는 워프, 바우와 노

광 장치의 샷 영역 수준인 센티미터 단위의 굴

곡을 보는 SFQR (Site Frontside Least Square Focal 

Plane Range) 등의 품질규격이 강화되었다.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와 같은 소자 공정

의 변화에 따라 더 미세한 굴곡인 나노-토포그래

피(Nano-Topography)에 대한 새로운 요구도 대두

되었다.

절단공정에서는 낱장 내경절단(ID sawing) 방식

보다 평탄도와 생산성이 높은 일괄 선 절단(wire 

sawing) 방식이 도입되었고, 연삭 공정에서는 단

면 그라인딩(grinding)이 추가되었다. 평탄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제품에는 기존의 여러 장 연

마(batch-polishing) 방식 대신 낱장 연마(single-

polishing)와 후면 연마(backside-touch-polishing) 

공정도 도입되었다.

4.8.5 기술성장(2001~2008) : 300mm 제품 기술

반도체는 PC 산업의 급성장을 따라 성장하였고,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들은 메모리 위주로 증설과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삼성전자가 2002년 세계 최

초로 300mm DRAM 양산을 개시하였고, 2003년 

4Gb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는 등 메모

리의 양산이 증가하였다.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

리된 하이닉스는 2005년 세계 반도체 업계 성장

률 1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0년대 

초 DRAM 사업에 진입하였던 대만 업체 및 독일 

키몬다(Qimonda)와 일본 엘피다(Elpida)는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잃어갔

으며 후일 사업 철수 혹은 매각을 하게 된다. 키

몬다는 2009년에, 엘피다는 2012년에 각각 파산

하였다.

이 시기에 웨이퍼 산업은 주력 제품을 300mm로 

전환하고, 급증하는 소자 산업의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였다. 실트론은 

2002년 300mm 공장을 준공하여 일본의 신에츠

(ShinEtsu)와 섬코(SUMCO)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300mm 웨이퍼를 본격 양산하였다. 일본 

웨이퍼 업체들 간의 인수합병으로 웨이퍼 산업 

내의 경쟁도 격화되었다. 2002년 세계 시장 점유

율 3, 5위인 스미토모와 미쯔비시가 합병하여 섬

코가 되었고, 섬코는 2006년 고마츠까지 인수하

여 세계 시장 점유율 29%까지 규모가 커졌다.

300mm 세대로 전환되면서 그로잉 장치는 더 대

형화되었고 자석도 초전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kg 이상으로 더 양이 많아진 실리콘 용융액의 

대류를 제어해야 하는데 최대 1,000가우스 수준

의 첨점(Cusp) 타입의 자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최대 4,000가우스 수준의 더 강한 자기장을 낼 

수 있는 수평 타입의 초전도 자석이 필요하였다. 

공정기술 측면에서는 단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

여 폴리-실리콘 충진량을 늘리고 양호한 결정 품

질이 나오는 공정 구간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

였다. 그로어 내부 구조의 변경과 추가 충진 장치 

개발 등에 따라 2001년에 비하여 폴리 충진량을 

세 배로 높이며 단결정 잉곳 생산성에서 일본 경

쟁사들을 제칠 수 있었다. 도가니 회전과 그로어 

단열구조, 자기장의 대칭성 등의 인자로 단결정의 

성장속도도 높이고, 공정조건을 안정하게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무게나 길이에서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였던 도입기 잉곳에 비하여 이 시기의 

300mm 구경의 잉곳은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큰 

크기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 300mm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소

자의 집적도는 더 높아졌고, 노광 장치도 기존

의 KrF에서 ArF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2004년 

삼성이 512M DRAM용 300mm 라인을 최소선

폭 90nm급으로 구축하였고, 2006년 하이닉스도 

80nm급 512M 개발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웨

이퍼의 파티클 규격은 0.1㎛에서 0.065㎛ 수준으

로 더욱 정밀해졌다. 웨이퍼링 공정에서는 손상

을 줄이기 위하여 절단(sawing)과 연삭(grinding)

에 연마제의 메시(mesh)가 더 가늘어졌다. 평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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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단면 폴리싱 방식

은 양면 폴리싱으로 바뀌고, 표층 제거와 경면화 

단계를 나눈 2단계 폴리싱 기술이 개발되었다.

세정기술에서도 기존의 스핀(spin) 건조 방식에서 

Hot DI (De-Ionized Water) 방식으로 바뀌는 등

의 큰 변화가 있었다. 세정과 건조과정에서 웨이

퍼의 표면에 파티클이 탈·부착되는 효율을 비교

하여 스핀 방식의 와류 문제를 피하고 수면의 표

면장력을 이용하는 기술이 선택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DRAM용 Polished Wafer 외

에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개발되었다. 고온 열

처리 기술을 이용한 RTP Wafer (Rapid Thermal 

Processing Wafer)와 제3원소 도핑 기술을 이용한 

기판을 사용한 EPI Wafer, 도펀트 농도를 높인 기

판을 사용한 EPI Wafer 등 기존 Wafer에 부가적

인 기능으로 게터링(gettering) 기능을 강화한 제

품들이 개발되었다. 게터링 기술은 산소 석출물

이나 고농도의 도펀트 등이 금속 원소를 포획하

는 효과를 이용하여 소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CIS 

(CMOS Image Sensor)와 같이 구조와 동작 특성상 

금속 원소의 오염에 취약한 소자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제품들이 NAND와 로직(Logic), CIS 소자

용으로 국내·외에 공급되었고, DRAM 위주의 제

품군에서 다른 소자용 제품까지 300mm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어졌다. 실트론은 2008년에 추가

로 300mm 공장을 증설하며, 300mm 웨이퍼 매

출 8억 5,9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실트

론은 해외 경쟁사들을 제치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4.8.6   첨단 기술로 전환(2009~)    

: 첨단 소자용 300mm 제품 기술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바일 기기 산

업이 반도체의 새 시장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

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모바일 기기를 위한 반

도체는 소형화와 저전력화 등 지속적인 성능 향

상이 필요하였으나, 기존 소자 구조와 재료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반도체 소자 기술의 집적

도 향상속도는 둔화되었다. 반도체 소자 업체들

은 2012년 Intel의 FinFET 개발, 2013년 삼성전자

의 3D-NAND 개발, 2013년 SK하이닉스의 TSV 

HBM 개발 등 소자 구조를 3차원화하는 방법으

로 성능 향상을 전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소자 기술의 복잡성과 공정비용을 

증가시켰고, 그만큼 웨이퍼의 품질 개선과 판매가

의 인하 요구로 이어졌다.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

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의 여파로 300mm 

웨이퍼 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이어졌지만, 

웨이퍼는 공급 과잉으로 반전되어 판매가가 급락

하였다. 특히 엔저가 동반되어 국내기업 입장에서

는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실트론은 국내 메

모리용 제품 공급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

여 신제품 개발과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시바(Toshiba), 마이크론

(Micron) 등의 해외 메모리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였고, Intel,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등 선도적 로직 고객을 

확보하면서, 웨이퍼 업계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웨이퍼 기술에서는 평탄도와 미세 결함 품질 개

선이 많이 진행되었다. 3D-NAND나 FinFET과 

같이 소자 구조가 3차원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이

를 만들기 위한 소자 기술의 노광공정이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Intel 등 선도 고객의 품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최첨단 소자를 위

한 웨이퍼의 경우 이전 세대용 공정으로는 한 장

도 구현되지 않는 품질규격을 단기간에 맞추어야

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로잉 기술에서는 노광공정 오버레이(overlay) 불

량 현상처럼 소자공정 중에 발생하는 웨이퍼의 

변형이나, 전기적 특성 변화와 관련하여 결정 내

의 산소함유량(Oi - Oxygen interstitial)이나 미

세 석출 결함(BMD - Bulk Micro Defect) 등 품

질 균일성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10nm급 DRAM

과 3D-NAND와 같은 300mm 최첨단 소자용 제

품을 위하여 그로잉 기술에서는 산소불순물, 탄

소불순물 등의 품질제어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

에 따라 실리콘 용융액 대류에 대한 메커니즘 해

석, 잉곳 성장과정에 대한 3D-전산모사, 그로어

의 단열 구조, 용융액 내 자기장 분포에 따른 효

과 등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에지(Edge, 웨이퍼의 가장자리) 부위

의 굴곡을 특별히 고려하는 에지평탄도(ESFQR - 

Edge Site Front Least Square Range)나 에지굴곡이

차미분값(ZDD - Z axis Double Derivative) 등 기

존에 없던 새로운 품질 요구가 대두되었다. 웨이퍼

링에서는 에지 부위의 평탄도와 미세 결함 제어에 

초점을 두고 많은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다. 소잉

(Sawing) 공정에서는 열팽창 제어, 소잉부터 폴리

싱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손상 제어 설계, 폴리싱

에 기인한 미세 결함 제어기술, 기존 SC1, SC2 베

이스의 세정에서 약액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

EPI 기술에서도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웨이퍼

의 휨 문제, 결정각에 따른 EPI 성장속도 차이 등 

어려운 과제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EPI 증착

기 내의 가스(gas) 흐름을 균일하게 하는 분배 기

술, 기판의 평탄도와 EPI 증착의 연계 기술, 불균

일한 성장속도를 보상하는 서셉터(susceptor) 설계

기술 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CIS용 EPI 제품

을 위하여 금속불순물 제거, EPI 증착 가스의 수

분 관리, 에칭약액의 첨가제 개발, 불순물에 대한 

정밀분석법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300mm 세대를 넘어 450mm 웨이퍼에 대한 준비

도 진행되었다. 2010년부터 Intel,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삼성 등 

대형 소자 기업들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50mm용 장비와 공정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였

다. 실트론도 이에 맞춰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고중량 지지 기술 등 450mm 그로잉 기술을 개발

하였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테스트(test)급

과 프라임(prime)급 품질 승인을 받았다.

2009년 이후 수년 동안 이어진 웨이퍼 공급과잉

과 반도체 시장 성장 지체 환경은 국내 웨이퍼 산

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커다란 도전과 갈림길

의 시기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2016년부터는 DRAM, 3D-NAND 

등 메모리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우호적 

시장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장과 기술

의 급변을 거치는 가운데 2017년 LG실트론은 SK

에 인수되어 SK실트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MEMC Korea의 본사인 미국 MEMC는 대만 업

체인 GlobalWafers에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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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계면활성제 산업

계면활성제는 물질의 표면에 소량 존재하며 그 표

면의 고유한 물성을 크게 변화시켜 용도에 적합

한 작용, 즉 습윤(濕潤), 유화(乳化), 분산(分散), 

발포(發泡, foaming), 세정(洗淨), 윤활(潤滑), 소

포(消泡, antifoaming) 등을 하도록 만드는 정밀화

학 제품이다. 계면활성제는 화학구조상으로 볼 

때 한 분자 내에 친수기(親水基, hydrophilicity), 

친유기(親油基, hydrophobicity 또는 疎水基)를 함

께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

징에 의하여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은 서로 다른 

상 사이에서 계면작용을 함으로써 다채로운 실용

성을 부여하며 각종 공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계면활성제는 처음에 주로 섬유 조제 공정에 사

용되었지만, 점차 비섬유 공업으로 수요가 확대

되었고 다른 산업 분야에도 사용되었다. 섬유 공

업에서 계면활성제는 방사·방적공정에서 사용되

는 방사유제, 방적유제 등에 적용된다. 그뿐만 아

니라 직물을 염색할 때 사용되는 호발, 정련, 표

백조제, 염색조제, 날염조제, 가공조제 등은 섬

유의 소재·가공조건·요구기능에 따라 세분화되

어 사용된다. 비섬유 공업 분야에서는 유화중합

법에 의한 합성고무 라텍스나 수지 에멀전의 수

요 증가, 샴푸·린스 등의 화장품 사용 증가, 콘크

리트 강도 향상을 위한 시멘트 감수제의 수요 증

가로 인하여 다양한 계면활성제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는 수용액에서 계면활성

을 나타내는 부분의 성질, 즉 친수성기(親水性基)

의 이온 해리(解離, dissociation) 성질에 따라 음

이온,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분류

한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주로 합성세제용으로 

사용되며, 유화(乳化) 중합제, 가용화제(可溶化

劑)로도 사용된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대전(帯

電, electri� cation) 방지작용, 유연작용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주로 섬유유연제, 린스 등에 사용된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입욕제 및 자극완화제로 사

용되며,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의 유화제(乳化劑, emulsi� er)로 사

용된다.

계면활성제 공업의 기술은 기초원료 제조기술

과 중간체 제조기술 및 응용기술 등 크게 3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기초 원료 제조기술은 

동·식물 유지를 이용하거나 석유화학 공업을 이

용한 지방산(fatty acid), 지방알코올(fatty alcohol), 

선형 알킬벤젠(linear Alkylbenzene), 알파올레핀

(α-Olefin), 노닐페놀(Nonylphenol) 등을 제조하

는 기술을 말한다. 기초원료 제조기술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계면활성제 산업보다는 석유화학 

산업으로 분류되며 국내 관련 산업의 규모에 따

라 발전 정도가 달라진다. 둘째로 중간체 제조기

술은 이들 기초 원료를 이용하여 각종 반응공정

을 거쳐 소량 다품종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기술

이다.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 제조기술은 이 중

간체 제조기술을 말한다. 셋째로 응용기술은 제

조된 각종 소량 다품종의 중간체를 적절히 배합

하여 용도별로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배합기술로 

많은 노하우를 포함하는 기술이다.

국내 계면활성제 산업은 1965년 음이온계 합성세

제를 국산화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초기 단계에서

는 중간체 제조기술과 응용기술을 외국 기술에 

의존하였다. 오늘날에는 2,000여 종이 넘는 계면

활성제가 섬유, 세제를 비롯하여 종이·펄프, 농

약, 의약품, 염료·안료, 도료·잉크, 화장품, 식품, 

자기(磁氣, magnetic) 기록매체, 토목·건축, 광업, 

피혁, 식품, 고무·플라스틱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의 향상 및 제조공정의 합리화

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산업

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계면활성제의 개발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산업별로 정리하였다.

4.9.1 한국의 계면활성제 산업

계면활성제의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은 1965년도 

이후로 볼 수 있다. 당시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외화 부족이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수출을 지탱하고 있던 것은 섬유 산업이었다. 섬

유 산업은 전 공정에서 계면활성제를 많이 사용

해야 하는 산업이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 계면활성제와 염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계면활성제의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당시에 화학 공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펌

프, 저울,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제품 포장용기 

중 어느 것 하나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계

면활성제는 전량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하

기 쉽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계면활성제 공장

의 기술자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산화에 총

력을 기울였다. 펌프가 없으므로 물지게로 일일

이 나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능률도 많이 떨

어졌다. 더욱이, 황산 등 위험한 화공약품도 물

통에 담아서 손으로 들고 나르며 사용하였기 때

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수입 계면활성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어내기 시작하였다. 국산 계면활성제는 품질 면에

서는 매우 조악하였지만 가격은 수입품의 몇 분

의 1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일단 만들기만 하면 잘 

팔렸다.

1970년대 화학 공업 및 섬유·콘크리트·농약·화

장품 등 전방 수요 산업의 고도성장과 함께 계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류 구성 용해 시 친수기의 상태 주요 용도

음이온 계면활성제

(union)
- 이온이 된다.

비누     

샴푸    

보디샴푸

양이온 계면활성제

(cation)
+ 이온이 된다.

린스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양성 계면활성제 +, - 이온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샴푸(베이비샴푸) 

세안료

바이온 계면활성제 이온의 형태가 되지 않는다.
샴푸

보디샴푸

<표 4-10> 계면활성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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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제 수요가 급증하였다. 1980년대에 비이온

성 계면활성제(alkyl ethoxylate)가 생산될 때까지 

국내 시장의 수요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중심이었

다. 1975년도 이후에는 일반 가정에서 비누 대신 

액체 세제를 사용하면서 알킬벤젠설폰산염(alkyl 

benzene sulfonate)계 세제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설폰화(sulfonation) 공정기술을 도입하

여 양산을 시작하였고, 이를 응용한 액체 계통 

섬유가공의 정련, 침투제도 양산되어 수입대체가 

이루어졌다.

그 후 에틸렌 옥사이드(EO - Ethylene Oxide) 중

합형 계면활성제의 기술도입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부터 각종 계면활성제의 국산화와 수출이 본격

화하였다. 이 기술의 도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

하였던 에틸렌옥사이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합

성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계면활성제 기술 수

준은 한층 더 높아졌다. 당시 대부분은 일본으

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1970

년부터 기술도입 계약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한국폴리올(현 그린케미칼), 동남

합성, 한농화성 등이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

였다. 1985년 한국폴리올을 시작으로 1986년 미

원상사, 오성화학, 1987년 한농화성 등에서 기업

연구소를 설립하여 계면활성제의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다.

국내 계면활성제 산업은 1980년대 이후에도 연

평균 15% 이상의 높은 양적 성장을 거두었다. 그

러나 소규모 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기술이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중간체 생산기술의 낙후, 수요 기업들의 

외제 선호 등으로 질적 고도화에서는 여전히 제

약이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계면활성제 산업계에서 양극

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기업들 중 일부

는 선진 기술도입 등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

고, 일부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주요 원료의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더

욱 가속화되어 2000년대에는 자체 기술의 보유 

및 신물질 개발 등의 성과와 함께 수출도 증가하

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까지 산업을 지배하였

던 범용성 조제기술과 공해 발생 및 인체·환경에 

해로운 저급 계면활성제 생산은 후발국의 추격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환경친화적 계면활성제 및 첨단 전방 

산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9.2 다양한 산업 분야별 기술발전

가. 섬유 공업 : 지방산 아마이드계 유연제의 개발

섬유 산업에서 계면활성제는 긴 역사 동안 가장 

많은 부문에서 응용되었다. 1970년 이후 섬유 공

업용 계면활성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술도입

과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회사가 늘어나기 시

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섬유용 유연

제이다. 섬유용 유연제는 유지(油脂) 지방산류

와 아민류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만든 아마이드

(-amide)를 유기산으로 중화하여 물에 분산시켜 

사용한다. 섬유용 유연제는 공정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으며 고온에서 반응하므로 위험성

도 따른다. 처음에는 지방산 아마이드 유형의 계

면활성제(상품명 Ahcovel)를 중심으로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제품은 요소(尿素, urea)를 원료로 하

므로 반응 중 다량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처리 문

제 때문에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잔

류 아민(Amine)을 아미드화(amidation)하거나 또

는 3급화함으로써 섬유의 황변(黃變, yellowing) 

현상을 막아주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나. 가정용 세제 원료의 개발

세제 산업의 발전은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생산과 

기술발전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1964년 금성사

에서 국내 최초로 세탁기를 개발·출시함에 따라 

세탁기용 합성세제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락희유

지공업(현 LG화학)은 1965년 합성세제 공장을 건

설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생산설비를 도입하였고, 

1966년 4월 국내 최초의 분말 합성세제인 ‘하이타

이’를 시장에 출하하였다.

(1) 분기 알킬벤젠설폰산염과 직쇄 알킬벤젠설폰산염

초기 합성세제의 세정 성분인 분기(分岐, Branched) 

알킬벤젠설폰산염(Alkyl Benzene Sulfonate)은 배

치(Batch) 반응공정으로 Branched Alkyl Benzene

을 황산화와 중화공정으로 합성하였고, 기타 첨

가 성분을 추가한 슬러리(slurry)를 스프레이 타

워(spray tower)에서 분말화하였다. 합성세제에서

는 화학 성분 계면활성제와 계면활성제의 세척력

을 높이기 위한 빌더(builder)가 주요 성분이다. 그

런데 당시 합성세제는 계면활성제로 ABS, 빌더로 

인산염을 사용하는 경성(硬性) 세제였다. 경성 세

제에 의한 거품 공해와 수도권 주민들이 상수원

으로 이용하는 한강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정부는 합성세제 연성화(軟性化) 방침을 정

하고 가정용은 1979년 2월부터, 공업용은 1980년

부터 경성 세제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분기 알킬벤

젠설폰산염(Alkyl Benzene Sulfonate) 대신 직쇄 

알킬벤젠설폰산염(LAS - Linear Alkyl Benzene 

Sulfonate)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애경이 1970년대 초반 국내 최초로 연

성 원료인 LAS를 사용한 트리오를 생산하였다. 

LG화학은 공장 건설, 기술 도입, 시운전을 통하

여 연성 분말 세탁세제의 생산에 성공하였다.21) 이

로써 세탁세제의 생산량은 1966년 연간 3,600톤에

서 2015년 10만 톤으로 50년 사이에 28배 증가하

였다. 세탁세제·주방세제에 쓰이는 LAS 등의 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속 생산이 필요해졌다. 

1982년 럭키(현 LG화학)은 이탈리아의 발레스

트라(Ballestra S.P.A)사로부터 설비(Thin-film 

sulfonation reactor) 및 제조기술을 도입하였다. 럭

키가 연구개발한 결과 1983년부터 LAS 등의 연속 

생산이 이루어졌다.22) 연간 생산능력은 1983년 1

만 4,400톤에서 2015년 4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애경도 연속 생산을 시작하

였다. 1983년 이탈리아 발레스트라의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개발 당시 연간 1만 톤에서 8만 톤으로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 AOS의 개발

1980년대를 통해서 세탁세제는 연성화, 무린화

(無燐化), 고품질화되었고 비누 역시 고품질화되

21) 공채 1기인 화공 엔지니어 홍해준 과장 중심

22) 정밀화학사업부 오장수 과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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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기업들은 환경오염이 적고 찬물을 사용하

는 한국의 세탁문화에 맞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

였다. 1985년 럭키(현 LG생활건강)은 연성에 인

산염을 포함하지 않아 수질오염이 덜 일어나면서 

효소성분을 추가하여 세척력을 높인 ‘슈퍼타이’를 

개발하였다. 뒤이어 1987년 애경유지는 애경쉘이 

1982년에 개발한, 생분해도가 높은 AOS (Sodium 

Alpha Ole� n Sulfonate) 성분과 제올라이트의 믹싱 

공법으로 세척력을 보강한 ‘스파크’를 개발하였다.

애경유지는 1981년 12월에 영국 쉘(Shell)과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1982년 애경쉘을 설립하였

다. 애경쉘은 1983년 이탈리아 발레스트라의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AOS, AES (Alkylether Sulfate) 대

전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착수하였다. 

애경은 1983년 7월 저공해 세제원료 AOS를 개

발하였다. 생산능력은 1983년 개발 당시 연산 약 

5,000톤에서 2016년 약 2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다이옥산(Dioxane) 저감을 위한 진공

중화(Vacuum Neutralization) 설비를 도입하여 공

정 개발을 하였다. 생산능력은 1983년 개발 당시 

연산 약 5,000톤에서 2016년 약 7만 톤으로 확대

되었다. 애경쉘은 종전에 사용 중이던 음이온 계

면활성제 LAS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전량 수

입에 의존해 오던 저공해 세제 원료(AOS)를 개발

하여 고농축 세제 원료로 공급하였다.

(3) APG의 개발

1990년대 들어 계면활성제의 유해성 논란에서 벗

어나 식물성분으로만 제조된 계면활성제의 필

요성이 부각되었다. LG생활건강은 헨켈(Henkel, 

현 BASF)이 야자유와 옥수수당(糖)만으로 APG 

(Alkylpolyglycoside)를 개발·상업화한 사례를 벤치

마킹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 최

초로 자체 특허에 기반한 공정으로(특허) 생산에 

성공하였다. LG생활건강은 옥수수로 만든 포도

당과 야자 알코올을 이용하여 비이온성 계면활성

제인 APG를 제조하였다.

LG생활건강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APG를 시작

으로 2002년 ‘비표면적이 발달된 미세 분말 형태

의 산화마그네슘 적용에 의한 APG 개발’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품 응용 연

구도 진행되었다.23) 이 제품은 2006년부터 생산

이 시작되었으나 시장에 자리 잡는 데는 매우 오

랜 시간이 걸렸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

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장 생산규모도 

확대되었다. 생산설비는 3차례에 걸친 증설 끝에 

2006년 연산 500톤에서 2016년 1만 4,000톤 규모

로 확대되었다.

한편 BASF의 특허침해 소송으로 오랜 분쟁이 있

었으나, 2013년 유럽 현지 법원에서 ‘LG생활건강

의 특허 침해 없음’ 판결이 나기도 하였다. 현재는 

LG생활건강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APG는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높으며, BASF에 이어 세계 2위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가정용 섬유유연제의 개발

1970년대 합성세제 분야에는 목적별로 다양화, 

세분화된 제품이 등장하였다. 합성섬유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전기 방지와 의류를 부드럽게 하는 

섬유유연제가 개발되었다. 1978년 7월 국내 최초 

섬유유연제인 ‘피존’이 출시되었다. 피존은 이윤재 

회장이 1970년대 동남합성에서 근무하던 당시, 미

국에서 판매되던 섬유유연제를 사용해 본 후 국

내에서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 디탈로우 디메틸 암모늄염의 개발

섬유 유연제의 주성분인 양이온 계면활성제 

DTDMAC을 미국의 Shrex사로부터 수입하여 제

조를 시작하였다. DTDMAC (Ditallow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1950년대부터 사용된 가

장 대표적인 화합물로 알킬 아민(Alkyl Amine)

에 염화메틸(Methyl Chloride) 가압하에 반응하여 

아민을 4급화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용제를 혼합한 후 약 75%의 농도로 생

산된다. 이 양이온은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헤어린스의 주된 원료로도 사용되면서 많은 회

사들이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1991년 삼성

정밀화학(현 롯데정밀화학)에서 염화메틸(Methyl 

Chloride)을 자체 생산하기 전에는 매년 일본의 신

에츠 아스텍(Shin-Etsu Astech)사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DTDMAC

는 여타의 양이온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인

식될 만큼 우수한 유연성과 유화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1990년 초 독일 정부 및 유럽의 환경단체는 

DTDMAC의 환경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

며 DTDMAC를 대신할 수 있는 보다 환경에 안

전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하천을 접하고 있는 북유럽의 몇 나라가 동조함

에 따라 생분해성이 높고 생태계 독성이 낮은 소

위 ‘EQ (Ester Quats)형’의 양이온 계면활성제 개

발 및 대체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3

년에는 유럽에서 DTDMAC의 소비량이 70% 이

상 감소하였다. 이런 기류의 변화로 국내에서도 

DTDMAC의 생분해성 및 독성 문제로 인한 친

환경적인 양이온으로의 대체가 1990년 초부터 검

토되었다.

(2) EQ형의 양이온 계면활성제 개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피존과의 경쟁을 위해서 

후발 기업들은 섬유유연제 완제품에서의 차별화

가 필요하였다. 이들은 EQ (TEA ester quats)가 가

진 높은 생분해성 및 낮은 환경독성, 고농축화할 

수 있는 특징을 적절히 판촉에 활용하였다. 특히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높아지면

서 미국의 Witco, 독일의 헨켈 등에서 수입해 사

용하던 양이온이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고 모두 

국산화되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옥시가 1995년, 

LG생활건강은 1997년부터 100% EQ를 사용하였

고, 피존은 1994년부터 EQ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DTDMAC를 모두 대체하였다. 따라서 약 20년간 

섬유유연제용 양이온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

하던 DTDMAC는 1998년 이후 섬유유연제 양이

온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EQ는 1990년대 초부터 유럽에서 사용되기 시작

한 화합물로서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과 지방산(Fatty acid)을 에스테르화 반응한 후 황

산 디메틸(Dimethyl Sulfate)로 4급화하고, 용제로 

혼합하여 90%의 농도로 생산된다. 1980년대까지

만 해도 양이온 생산업체로는 DTDMAC를 생산
23) 연구자 : 박범호, 정국인, 노승호, 우태희

   생산 : 정현탁, 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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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미원상사, 선진화학이 있었다. 1990년대 접

어들면서 외국에서 대량 수입되던 EQ의 대체와 

섬유유연제 시장의 성장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가 양이온 생산에 참여하

였다. 2000년 초에는 오성화학공업과 선진화학, 

애경정밀(현 에이케이켐텍)이 국내 양이온 공급

을 담당하였고, 동남합성은 국내 판매보다 주로 

일본 수출에 주력하였다. 오성화학공업은 2006년 

천연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새로운 섬유유연제용

의 친환경 양이온 계면활성제 ‘하이소프터 MEQ 

(More Eco Quality)’를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로 

2010년도 ‘정밀산업기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

상하였다.

MEQ의 가장 큰 차별성은 천연에서 얻은 오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MEQ는 지방산과 트리에탄

올아민(Triethanolamine)의 에스테르화 반응이 아

닌 오일과 트리에탄올아민의 상호교환 에스테르

화반응(Transesterification)을 통하여 합성된 것이

다. EQ는 지방산을 사용하는 데 반하여, MEQ는 

지방산을 제조하는 원료 물질인 오일을 바로 사

용하므로 지방산을 제조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EQ에 비하여 탄소배출량

이 저감되고 고농도 폐수 발생이 전혀 없다. 또한 

합성된 양이온은 생분해성 및 수생 독성이 낮아 

새로운 형태의 우수한 친환경성 양이온 계면활성

제로 평가된다.

라. Ethylene oxide계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개발

화학 공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유화제 등으로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비이온 계면활성제(NRE - 

Narrow Range Ethoxylate)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기술 도입 내지는 합자 회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포리올은 1978년 일본 산요화성

(三洋化成)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비이

온 계면활성제인 에톡실레이트(Ethoxylates)를 개

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화학제품을 생

산하였다. 뒤이어 동남합성은 1980년 일본 미요시

유지(Miyoshi油脂)로부터, 한농화성은 1985년 닛

폰유화제(日本乳化劑)로부터 각각 기술을 도입·

생산하였다. 이로써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의 국산화가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80년대까지 계면활성제 산업은 국내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고, 생산시설도 부족

하여 자급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고부가가치 계

면활성제 개발이 일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EO (Ethylene oxide) 이외에 PO (Propylene oxide)

를 이용한 비이온 제품을 포함하여 소르비톨

(Sorbitol), Pentaerythritol 등의 다가(多價) 알코올

계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개발·생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유화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노닐페놀(Nonylphenol)계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환

경호르몬 문제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계면활성제

의 개발이 필요해졌다. 독일의 헨켈은 EO의 분포 

범위가 좁은 NRE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제품을 

합성하기 위하여 하이드로탤싸이트(Hydrotalcite)

와 같은 특수한 촉매가 사용되었다. 동남합성은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특수한 촉

매를 개발하였다. 독일, 미국, 일본 등 몇몇 기업

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을 국내에서 개발

하였고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캐나다 등에 수

출하였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동남

합성공업은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NRE는 기

존의 일반 계면활성제와 달리 수산화칼륨 등 알

칼리성의 균일성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 성

분이 포함된 불균일성 촉매를 사용해 만든 것이다.

마. 화장품 산업

(1) Alkylamidobetaine과 Alkylamphoacetate의 개발

1980년대 국내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용품과 화장품 시장의 급

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샴푸, 린스, 세안제와 같

은 세정용품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기본으로 

양쪽성, 비이온성, 양이온성 등 다양한 종류의 

계면활성제 조합으로 제조된다. 로션, 크림과 같

은 미용제품 제조의 기술적 핵심은 적절한 HLB 

(Hidrophilic / Lipophilic Balance)와 높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유화제의 선택에 달려 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은 핵심적인 계면활성제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 화

장품·세제용 계면활성제 생산에 뛰어들었던 미

원상사, 태동화학, 선진화학 등은 다품종 소량생

산에 적절한 생산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면활성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기출처 : 서울경제신문, 2010. 12. 9., 환경오염 줄이는 계면활성제 나왔다

<그림 4-67> 하이소프터 MEQ

출처 : 동아일보, 1978. 9. 8.

<그림 4-66> 국내 최초 섬유유연제 피존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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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수입품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갔다. 특히 미

원상사는 1980년 중반 다국적 기업인 골드스미스

(Goldsmith, 현 Evonik)가 개발하여 공전의 히트

를 기록한 Tegobetaine™인 베타인형 계면활성제

(Alkylamidobetaine)와 프랑스 롱프랑이 개발한 미

라놀(Miranol) 시리즈인 이미다졸린형 계면활성

제(Alkylamphoacetate)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수입품에 전량 의존하던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국내 토종의 화장품·퍼스

널케어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의 개발

1990년대 들어 화장품·개인용품에서도 저자극성

이고 친환경적인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새롭게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가 도

입되었다. 아미노산의 세계적 전문 메이커인 일본

의 아지노모토(Ajinomoto)가 개발한 글루타민산을 

이용한 AMISOFT CT12S, LS11F 등이 대표적이

다. 이 제품은 지금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고급형 세안 및 샴푸 원료이다.

AMISOFT 제품은 통상적인 계면활성제 제조방

식인 지방산이나 지방족 알콜의 카르복시화, 술

폰화로 제조되지 않는다. 이 제품은 일차적으로 

지방산 클로라이드를 합성한 후 아미노산과의 아

마이드화 반응을 거쳐야 하고, 후에 여러 차례의 

복잡한 후처리 공정을 통하여 부(副)반응물로 발

생한 염(salt)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이

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설비가 필요한 방식이

었다. 당시 국내 계면활성제 산업 수준의 기술로

는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갖는 제품 

개발은 매우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반 미원상사가 독자적 기술로 글루타메이트계 계

면활성제의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2000년대에는 

사르코시네이트, 글리시네이트, 타우레이트 타입

의 여러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를 연속적으로 개

발 보유하게 되었다.

(3) 폴리글리세린계 계면활성제의 개발

KCI는 유럽 고객의 의뢰로 환경친화형 계면활성

제인 폴리글리세린 에스테르를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료인 폴리글리세린(Polyglycerin)이 세계

적으로 일본의 2개사, 벨기에 1개사에서만 생산

되고 있어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KCI는 

2007년부터 3년간 지식경제부의 과제를 수행함으

로써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폴리글리세린

을 개발하였다.24) 이후 이를 독일 등에 수출하였

고, 2010년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폴리글리세린 에스테르는 천연 유화제로 폴리에

틸렌 옥사이드(PEO - Polyethylene Oxide)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에틸렌 옥사

이드(EO)계보다 피부 안정성과 생분해성이 월등

히 높아 화장품, 식품 등에 많이 사용된다. 또한 

폴리글리세린 에스테르는 친수기(親水基)인 폴리

글리세린과 소수기(疏水基)인 지방산을 반응하

여 얻을 수 있으며, 폴리글리세린의 중합도와 소

수기의 몰수를 조정하여 여러 가지의 친수성 비

율(HLB – Hydrophile / Lipophile Balance)을 갖

는 활성제를 제조할 수 있다. 에스테르의 원료인 

폴리글리세린은 글리세린을 촉매의 존재하에 축

합반응 후 촉매 제거, 증류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4) 양이온 계면활성제 BTAC와 BTMS의 개발

1990년에는 섬유 유연제뿐만 아니라 샴푸 및 헤

어린스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다. 그에 따라 린스

의 주원료인 DTDMAC의 대체 제품으로 Behenyl 

Dimethyl Amine과 Methyl Chloride 또는 Dimethyl 

Sulfate로 4급화한 양이온 계면활성제 BTAC 

(Behenyl Trimethyl Ammonium Chloride) 또는 

BTMS (Behenyl Trimethyl Methosulfate)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연간 1만 톤가량

의 사용량을 나타냈다. 이 제품의 원료인 Behenyl 

Dimethyl Amine의 제조기술은 일본 가오(Kao)사, 

독일 클라리언트(Clariant), 프랑스 로디아(Rhodia) 

등 세계적으로 3사만이 보유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제품을 독점 공급해 왔다. 특히 클라리언트는 원

료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하였다.

KCI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료의 개발

이 절실하였다. 그 결과 KCI는 원료인 behenyl 

dimethyl amine을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

발하였고25), 이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에 장영실

상을 수상하였다. 제조회사들은 상용 촉매를 사

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촉매를 사용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촉매의 연구가 중요하였다. KCI와 화

학연구원은 9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3급 장쇄 

지방아민26) 제조에 필요한 촉매 공정기술을 개발, 

상용화(연산 1,000톤 규모)에 성공하였다. 이는 세

계에서 네 번째로 독자 기술로 생산에 성공한 것

이었다.

(5) Polyquaternium-10

KCI는 1990년대 세제와 샴푸·린스용 계면

활성제 그리고 기초 원료의 개발에 주력하

였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

로 Polyquaternium-10 (Quarternary Nitrogen 

Containing Cellulose Ether)을 개발하였다.27) 이것

은 샴푸와 린스의 생산에 사용되어 최종 제품의 

점도를 높여주고, 보습 컨디셔닝 및 대전방지 기

능을 부여하는 물질로 국내 개발 이전까지는 국

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원료는 LG

생활건강, CJ라이온 등에 공급되었으며, 해외 기

업에는 로레알, P&G, 존슨&존슨, 유니레버 등지

에 납품하고 있다. 이 제품은 하이드록시 에틸셀

룰로스(Hydroxyethylcellulose)에 에폭시드(Epoxide 

- 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를 반응시킨 후 수세, 건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분말화(powdering)한 제품이다. 세계 점유율 2위

를 차지한 이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KOTRA)에 의하여 2006년에 ‘세계 일류상품’으

로 선정되었다.

Polyquaternium-10의 개발초기인 1987년부터 독

일의 Evonik-Degussa로부터 QUAB 151 (2,3 - 

Epoxypropyl Trimethyl Ammonium Chloride)를 수

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보관 안정성 및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개발에 힘써 1996년부터 자체 개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품은 에피클로로

히드린(Epichlorohydrine)과 트리메틸아민(TMA - 

Trimethylamine)과의 반응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24) 한국화학연구원 김형록 박사, 한요한 박사, KCI 한인선, 오성기 등

25) KCI : 전창원, 유원우, 한국화학연구원 : 한요한 박사      

26) 탄화수소 고리가 긴 지방족 알킬그룹을 포함하는 3급 아민류

27) 개발자는 윤영호와 이매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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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 산업

계면활성제는 유기 계면활성제와 조제(Preparation,

調製) 계면활성제로 구분할 수 있다. 유기 계면활

성제는 단일 조성(composition makeup) 또는 성분

을 가진 계면활성제 그룹이고, 조제 계면활성제

는 각각의 계면활성제 특성을 이용하여 배합한 

혼합 계면활성제 그룹이다. 이 조제 계면활성제

는 적용조건의 요구에 맞게 설계·조제됨으로써 

품질향상, 공정안정, 기능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

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건축 산업에서도 계면활성제는 널리 활용되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분

야는 콘크리트 혼화제인데 이는 조제 계면활성제 

분야로 공기연행제, 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용도

로 사용되며 고강도 콘크리트 구축과 비용 절감

을 위하여 빠져서는 안 될 핵심원료이다. 이러한 

조제 계면활성제는 그 배합 노하우와 평가 기술

이 중요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기

술적 지원과 원료 조달은 시카, 호스록 등 외국계 

기업에서 독점하였다.

(1) PNS의 개발

1980년대 중반부터 이건실업(현 이코넥스) 등 여

러 중소업체가 산발적으로 콘크리트 혼화제 조제 

계면활성제 개발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가장 중요

한 감수제의 핵심원료인 리그닌설폰산염도 국산

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건실업, 경기화학(현 

KG케미칼) 등이 감수제, 유동화제로 원료인 설폰

산나프탈렌(PNS - Polynaphthalene Sulphonate)를 

생산하였다. 이에 따라 핵심원료 제조와 조제 계

면활성제 제조는 모두 국산화되었다.

(2) 고분자 계면활성제인 폴리카르복실산의 개발

1990년대 말부터는 초고층 건물과 교각 등 초고

강도 건축물 구축에 필요한 초유동화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고분

자 계면활성제인 폴리카르복실산 등이 필요하였

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핵심원료들은 점차 국

산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 아크릴산 제조설비

와 기술을 보유한 LG화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였다. 현재는 폴리카르복실산 제조기술이 범

용화되면서 이코넥스, 실크로드씨앤테, KG케미

칼 등 다수의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업체들이 자

가 소모 및 해외 수출을 위하여 생산하고 있다.

폴리카르복실산의 주된 기본 원료는 methanol+

EO 부가물(분자량 2000)과 메타알릴알콜+EO 부

가물(분자량 2400)로 롯데케미칼, 한농화성, 그린

케미칼 등의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2015년에는 

13만 5,000톤의 수요가 발생하였다.

사.   식품 산업 : 고순도 글리세릴모노스테아레이트 

(GMS)의 개발

식품 산업에도 다양한 종류의 계면활성제가 주로 

유화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체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레시틴과 같은 천연 유화제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다. 식품용 유화제는 초기

에 일본의 Niken Vitamin, Taiyo, Kao와 네덜란드

의 Danisco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합성 계면활성제로는 일신유화(현 일신웰스)가 

1970년대 후반 GMS(글리세릴모노스테아레이트)

와 SPAN(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의 국산화를 

이루었다. 이로써 비이온계 유화제가 널리 이용될 

수 있었다. 일신웰스는 1990년까지 수입에 의존하

였던 95% 이상의 고순도 GMS를 1996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28) 일신웰스는 이 성과로 2009

년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았다.

4.9.3 계면활성제 개발 방향

계면활성제는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및 환경문

제 등의 영향으로 저공해성과 안정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무해하고 인체에 독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또한 한

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기능이고 소량으로 효과가 

있으며, 안전하고 생분해성이 높고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합성 계면활성제의 낮은 생분해성과 독성 등은 

환경 문제 유발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기술적 대

안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천

연의 재생가능 자원과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계면활성제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소량 

사용으로도 우수한 계면 특성을 나타내는 제미니

(Gemini) 타입29) 계면활성제의 연구이다.

이제까지의 계면활성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의 

실적을 기반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와 성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4.10 접착제 산업

4.10.1 접착제 산업기술의 전개

가. 개요

지난 70여 년간 접착제 산업분야는 양적·질적으

로 많은 성장을 하였다. 접착제 산업은 그 국가의 

전방 산업의 발달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여러 선진국에 비하여 산

업화가 늦었다. 그 결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이미 선점한 분야를 모방하는 형태로 시작하였

다. 신발, 자동차, 전기전자, 선박 등 일부 분야에

서는 세계 선두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로 발전하였지만, 접착제 등 주소재가 아닌 품목

들에서는 그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기술발전사의 서술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산

업기술발전사에서 그 내용이 기술적 내용보다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제한되고, 그 회사들이 

기존 회사의 제품들을 모방하는 형태로 진화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접착제뿐만이 아닌 소

재 관련 분야의 큰 숙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방 

산업의 한계성과 시장의 영세성, 기업의 개발능력 

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신발에 사용되는 천연고

무 등을 이용하는 접착제가 유입되기 시작하였

다. 1950년대 가내 수공업 형태로 아교 등의 공업 

접착제를 최초로 생산한 이래 한국의 접착제 산

업은 1970년대 목재, 건축 등 국내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
28) 일신웰스 윤동훈 회장, 한기왕 연구소장

29) 한 분자 내에 2개의 친수기와 2개의 소수기를 동시에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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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섬유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건축, 섬유, 

도료, 제지 등과 관련된 아크릴에멀전 관련 업체

도 성장하였다. 특히 1975년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접착제 

기업도 기술개발을 본격화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전기, 전자, 선박 등의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고기능 접착제의 개발도 활발히 이

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목공, 건축용을 비롯

한 범용 접착제 시장이 포화단계에 이르렀다. 또

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침체와 환경규

제 강화는 접착제 수요 확대에 한계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이 때문에 국내 접착제 산업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2000년대 이후 전기, 전자, 자

동차 분야의 국내 생산업체들은 시장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원가 절감과 국내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소재의 국산화를 시도하였다. 접착제 

분야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

지만 2016년 기준 항공, 자동차, 전기, 전자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고기능성 접착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술도입기(1950~1970년대)

세계적으로 1940년대 초기까지는 천연 고분자를 

이용한 접착제가 사용되었다. 이후 스위스의 시

바(Ciba)와 미국의 쉘(Shell)이 거의 동시에 에폭

시수지를 발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합성

계 접착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합성계 접착제

는 천연계 접착제에 비하여 품질이 안정되고 생

산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이었다. 또한 접착기능

도 우수하여 향후 기능성 면에서 거의 무한한 개

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문제 등

에서는 천연계 접착제가 가지는 환경친화적인 기

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국내에서 여러 접착제 생산기업

들이 등장하여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

였다. 동성화학은 1959년 동성화학공업사로 창립

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신발용 접착제 제조회사

(이후 1998년 ICI그룹에 접착제사업부 매각)로 성

장하였다. 국내 용제형 고무계 접착제 대표회사인 

대흥화학공업도 1959년에 대흥화학공업사로 창업

하였다.

1961년에는 국내 최초 점착제, 테이프 분야 회사

인 대일화학이 설립되었다. 대일화학은 공업용, 

가정용 테이프는 물론이고 파스류나 반창고류까

지 다양한 점착제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

면서 대한민국 점착제 역사의 길을 열었다. 이듬

해인 1962년 김창식이 경기화학공업사(현 오공)

를 창립하여 섬유용 호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

다. 이후 1963년에 국내 최초로 ‘초산비닐수지(이

하 PVAc) 에멀전’ 접착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수

성접착제 시장의 길을 열었다. 또한 1962년 설립

된 대양화학공업사(현 대양화학)는 1968년 일본 

소화고분자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수성접착제인 

‘포리졸(PVAc 에멀전)’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됨에 따라 에멀전계 접착제, CR 

(Chloroprene Rubber)계 및 합성고무, 변성 아크

릴, 에폭시, 핫멜트 접착제 등 제품이 다양화되었

다. 1971년 동부정밀화학은 제화용 CR계 접착제

를 ‘다이아본드’ 라는 상표로 출시하였다. 현대자

동차가 국산차를 본격 생산하면서 1973년 보광과 

홍성화학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회사는 일본 기

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도장용, 차제용 접착제 및 

실런트를 주로 생산하였다. 또한 점착제 분야에서

도 1973년 부림케미칼이 창업을 하였다.

다. 기술체화기(1980~1990년대)

1980년대는 전자 산업 등 새로운 전방 산업 발전

에 따라 고기능성 하이테크 접착제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였다. 대양화학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공

동 개발을 통하여 1981년 ‘알파본드’라는 순간접

착제를 시판하였다. 1985년에는 한국산업규격 ㉿

이 제정되어 접착제 산업 분야에도 기준을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10월에는 기존 한국

계면활성제조합에 접착제를 추가하여 한국계면활

성제접착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탄생하였

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업체 간의 기술교류 및 업

무 효율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대흥화학공업, 오공 등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의 기술 전담 부서 체제에서 정

식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독자적인 개

발 성과도 있었다. 대양화학이 ‘반응형 이액형 아

크릴 접착제 조성물(SGA)’로 특허(특허청 제38625

호)를 획득하였다. 오공도 고내열 수성접착제인 

집성용 접착제를 개발하여 유럽(EN), 일본(JIS) 

등의 인증을 취득하였고, 베트남 등에 수출을 시

작하였다. 또한 당시 내쇼날스타치에서 독점하고 

있던 담배용 고속 접착제를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1990년 이후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에서 폴리비

닐알콜(PVA)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비슷

한 시기 태영화학은 또 다른 중요한 원료인 EVA 

에멀전을 생산하였다. 자동차용 접착제 분야에서

는 홍성화학이 미국 회사와 합작으로 1999년 홍

성기연을 설립하였다.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유니

테크가 설립되어 자동차용 접착제 분야에서 발전

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접

착제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인한 것이었다.

라. 기술선도전환기(2000년 이후)

2000년대 접착제 기술은 독성을 줄인 친환경 접

착제와 특수 용도의 고기능성 접착제의 두 흐름

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국내 건설사와 인테리어 관련 업계는 접착제 업계

에 환경친화형 접착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2004년부터 시작된 친환경제품 인증을 

발단으로 당시 오공 등 일부 회사가 생산하던 환

경친화형 접착제는 업계 전체로 확대되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내 업

체들이 기술을 선도함에 따라 접착제 분야에서

도 국산화가 진행되었다. 2010년 오공은 기존 다

국적 기업들이 독점하던 기판코팅용 접착제를 국

산화하였고 이후 여러 회사에서 국산화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오공은 자동차용 분야에

서도 기존 도장용, 차체용 외에 램프용 접착제를 

국산화하였다. 자동차, 항공기 등의 기계 구조에 

사용되는 강도가 매우 높은 구조용 접착제, 고온

을 견디는 내열성 접착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분사형 접착제, 이종재료 간을 접착하는 이종재

료 접착용 등이 소재의 다양화에 맞추어 계속 개

발 중에 있으며 접착제의 다기능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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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패딩용, 페인트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980

년대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주로 수입하

는 외국 제품을 모방하면서 국산화에 기여하였

다. 종이용(지관용, 종이 박스용), 바닥 광택제, 

수성 잉크용, 건축용(드라이비트용, 시멘트 혼화

용)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0년 중반 

유니온고분자는 에어프러덕트에 매각되었는데, 

이때 많은 기술자들이 독립하면서 한국 아크릴에

멀전 산업의 큰 기틀이 되었다.

1983년 대원화학, 1984년 합동고분자, 1985년 대

흥특수화학, 1989년 대광고분자, 1995년 동일산

업, 1996년 아팩, 1997년 대길고분자, 1998년 수

산고분자 등의 회사는 유니온고분자 출신 기술자

들이 관여하여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1972년 설

립된 삼원화학은 일본 사이덴화학으로부터 아크

릴에멀전 호제 기술과 점착제 기술을 도입하였

다. 이 회사 출신으로 같은 업계에 진출한 회사는 

1981년 임덕화학, 1985년 코스모텍, 1987년 디엔

디테크, 한원 등 많은 회사가 있다.

1978년 설립된 금성화공은 Toyo Ink의 기술을 도

입하여 섬유용 에크릴에멀전을 생산하였다. 금성

화공 출신들도 에크릴에멀전 업계에 다수 진출하

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1978

년 대영화학(현 스노젠)이 있고, 신라산업, 동명

산업은 대양화학 출신 기술자를 영입하여 PVAc 

에멀전을 생산하였다. 동명산업 출신들은 삼화수

지(대한고분자, 1993), 유원, 1994년 삼성고분자 

등을 설립하였다. 아크릴 바인더 전문업체인 합성

양행, 영진화학도 금성화공과 범우 등에서 일부 

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목재, 인테리어, 합지용 수성접착제 산업기술발전사

목재, 인테리어용, 합지용 접착제의 경우 에멀전

이 주요 제품인데 관련 기업은 상기 ‘가. 에멀전 

산업’에서 다수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항에서는 

개발된 제품들 위주로 소개한다.

(1) 목재, 인테리어 내장재용 접착제

1963년 경기화학공업사는 PVAc 에멀전 접착제

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는 아크릴과 공

중합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수성접착제로 개발되었다. 이 접착제

는 1970~1980년대 목재, 가구 산업 중흥기에 각

종 가구 및 인테리어 내장용으로 쓰였다. 오공은 

1976년 에틸렌-비닐계 에멀전(EVA 에멀전) 배합 

제품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PVC 필름 등의 소

재가 들어가는 인테리어, 목재용 산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1982년에는 건축용 단열재, 타일 접착

제 생산에 에크릴에멀전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타일시멘트 전문회사인 쌍곰이 내장

용 유기질(타일) 접착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바닥재용 에멀전 접

착제도 개발되었다. 이후 환경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목재 인테리어 내장재에 적용

되는 접착제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이

러한 현상은 PVAc 에멀전 접착제 외에도 도기질 

타일용 접착제와 같은 아크릴계 내장용 접착제, 

합판과 목질재료(PB, MDF)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2) 기술 국산화 및 고급화

1990년대를 전후해서 접착제 생산회사들은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립하였다. 

순간접착제 영역에서는 유연성 순간접착제, 손가

락에 붙어도 떨어지기 쉬운 순간접착제가 개발되

었으며 광경화성 접착제에는 광통신용 접착제, 가

시광경화형 접착제가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전방지 접착제나 토목건축 외장용 접착제

들도 사용되고 있다.

마. 조직화

한국접착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는 대한민국의 

점·접착제 생산, 유통, 원료 및 연구 관련 기관까

지를 총망라한 실질적인 접착제 관련 협회이다. 

산업협회는 2010년 아시아지역 접착산업컨퍼런스

(이하 ARAC) 개최를 위한 접착산업협의체를 조

직하였다. 조한형 당시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

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정수화

학 등 16개 회사가 접착산업협의체 공동발기인으

로 참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김현중 교수 등 10

명이 개인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협동조합이 접착제 및 접착제 제조업체 중심이었

던 반면 접착산업협회는 점착제, 접착제, 실란트 

등의 제조업체와 전기·전자, 자동차, 건축, 선박, 

포장 등 수요업체, 원료 및 장비 공급 업체, 접착 

산업 관련 학술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및 경제단

체를 총망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산업협회

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2010년 제4차 ARAC 컨

퍼런스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산업협회에서는 

기업 관련 정부 정책 협력 사업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의 기술 세미나 및 교육 사업을 매년 진행하

고 있다. 그리고 회원사 R&D 활성화 지원 사업

과 ARAC, 세계 접착 산업 컨퍼런스(이하 WAC) 

등 국제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협회의 시발점이 된 협동조합은 1987년 10월 

기존에 활동 중이던 계면활성제공업협동조합에 

접착제 분야를 추가하여 출범하였다. 협동조합은 

1996년에 전문 기술정보지인 <계면활성제·접착제>

를 발간하였고, 2000년부터 접착제 산업통계 기

준으로 한국·중국·일본·대만과 그 양식을 통일

하여 자료화를 시작하였다. 2001년 ARAC 조직 

및 컨퍼런스, 2006년 WAC에 각각 참석하였다. 

2010년 이후부터는 접착제와 관련된 활동들은 산

업협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4.10.2 기능별 접착제 기술발전

가. 에멀전 산업

에멀전계 접착제는 접착제 중에서 일상에 가장 

밀접해 있고 이를 생산하는 회사도 150여 개에 이

르고 있다. 국내의 에멀전 산업은 1963년 경기화

학(현 오공)이 일반적인 목공·인테리어용 접착제

인 PVAc 에멀전을 제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8년 대양화학공업사(현 대양화학)가 일본 소

화고분자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포리졸이라는 이

름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1970년대 국내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 설립

된 회사들은 또 다른 회사들을 설립하는 인력 양

성소 역할을 하였다. 1972년 설립된 한국고분자공

업사는 아크릴에멀전을 생산하는 최초의 회사였

다. 이 회사는 1978년 미국 유니온카바이드(Union 

Carbide)와 기술제휴를 하여 유니온고분자로 회사

명을 바꾸면서 한국 에크릴에멀전 역사에 큰 자

취를 남겼다.

아크릴계 에멀전은 접착제보다는 피혁용,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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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연간 포장용 핫멜트

의 사용량은 4,500톤 정도로 추산된다. 대표적으

로 다국적 기업인 헨켈을 뛰어넘어 국제 특허를 

획득한 저온접착용인 Cool-Lok 제품과 열안정성 

면에서 탁월한 물성을 갖고 있는 Ultra-Melt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용성인 Cyclo� cx은 비록 국내의 기술은 아니지

만 시장에 출시되어 동종 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나. 자동차용

자동차에서 핫멜트는 자동차 내장재 접착에 주

로 사용된다. 기존의 유성접착제는 천장재, 문짝, 

바닥재로 사용되었는데 냄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환경 문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재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들도 핫멜트계 접착제

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 램프용 핫멜트도 국산화하

여 사용되고 있다. 핫멜트는 접착력, 작업성, 냄

새 부분에서 긍정적이나 자동차 천장, 트렁크 등 

접착에서 내열성·오픈타임 등의 문제가 있다. 따

라서 기존 유성접착제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

서 이러한 물성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이다. 핫멜

트는 오공, 헨켈, 엠씨에스, 미국의 코트잇, 요코

하마고무 등의 회사에서 주로 생산되며, 연간 사

용량은 2,500톤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 배터리용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제조 시 부품 고정용으

로 사용되는 핫멜트는 일반적인 핫멜트에 비하여 

특수한 내약품성이 요구된다. 현재 납축전지 부

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친환경 하이브리드

카가 본격 생산되고 친환경 녹색성장 위주로 산

업 환경이 바뀌면 납축전지는 어느 정도의 감소

가 예상된다. 현재 관련 기술 및 수요는 안정기에 

있으며 주 생산 업체는 오공, 헨켈로 연간 500톤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

라. 필터용

핫멜트 접착제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공조기 필

터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업계 산업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제품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안정기에 진입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되

는 냄새 문제 등도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국

내의 생산업체는 오공, 헨켈, 엠씨에스이며 연간 

생산량은 약 400톤 정도이다. 이 외에 다국적 기

업인 헨켈에서 우리 생활에 친숙한 기저귀, 여성

용 생리대 등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핫멜트 점착

제를 개발하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또한 

핫멜트 접착제는 전기용, 선박용, 구조물용으로

도 적용되고 있다.

4.10.4 신발용 접착제

국내 신발 산업 초창기에는 일본의 접착제 기술

을 도입·사용하였다. 이후 신발 산업이 성장하면

서 일본 기업과 기술제휴를 맺었다. 이로써 국내 

접착제 기술이 발전되었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신

발과 신발접착제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 당

시 기술은 신발 공장 천연고무를 유기용제에 녹

여 접착제로 사용하는 공법이었다. 1959년에는 동

성화학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신발 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자금 지원에 힘입어 고부가

가치의 수성접착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오공은 고내열수성의 목재 집성

용 접착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1995년 9월 일본농림규격협회로부터 집성용 수성 

비닐우레탄 접착제 규격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집성용 수성 비닐우레탄 접착제 독일 DIN 

EN 204 Class D4 규격 인증을 받았다. 이후 베

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수출을 하였다. 오공

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집성용 접착제 이외에 온

돌마루용 등 고내열수성을 요구하는 용도로 분야

를 확장하였다.

2000년대 초 국내 최초로 강화마루 제조용에 요

소-포름알데히드 수지를 대체하여 수성 비닐우

레탄계 접착제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오공은 내쇼날스타치(현 Henkel)

의 제품에 의존하던 담배 제조용 접착제를 국

내 최초로 개발하여 시장에 적용하였다. 1999년 

KT&G에 담배 팁페이퍼용 접착제, 궐련지용 접착

제, 경갑용 접착제 등을 생산·납품하기 시작하였

다. 이후 오공은 고기능성 수성 합지용 접착제 외

에도 전산봉투 가압접착제, 각종 코팅지용 접착

제, 히트-실용 접착제 등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4년 이후 실내공기질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등의 

사용 규제와 함께 환경마크, 클로버마크 등 친환

경인증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

후로 무포름알데히드, 무휘발성 유기화합물, 무

프탈레이트 제품이 개발되어 다양한 제품들이 시

장에 선보였다. 오공에서 무가소제 타입의 ‘무독

이’를 시장에 처음 진입시킨 이후 많은 회사들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문방용품 시장에

도 친환경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PVAc 

에멀전계의 대표 상품인 ‘205’에도 친환경 기술이 

접목되었다. 오공은 유기용제를 배제한 친환경 접

착제인 ‘195E’를 출시하여 오버레이용 접착제 시장

에서도 변화를 선도하였다.

4.10.3 핫멜트계

핫멜트계는 경화속도가 빨라서 주로 포장용으로 

사용되지만 종래 일반용 접착제가 담당하였던 목

공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기용제

를 사용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친환경 접착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립공정 등에서 보여주는 생산

성은 다른 어느 접착제와 비교해도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

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반응형 핫멜트

도 개발됨에 따라 시장 확대가 주목된다.

가. 포장용

핫멜트는 음료, 주류, 우유, 제과, 라면, 제약업

계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담배포장에도 사용된

다. 음료는 개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하는 경우 내

한성과 내수성 등 고기능성이 요구된다. 뜨거운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내

열성이 필요하다. 우유 빨대용, 음료수 등의 포장

재로 사용되는 PP 재료의 접착물성을 만족스럽

게 얻기 위한 포장용 핫멜트의 개발은 여전히 필

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오공, 헨켈, 엠씨에스, 

동우산업, 한국글루, 신일기업, 삼정산업 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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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성화학은 일본에서 공급 사례가 있는 선스

타의 제품을 도입하여 공급하기도 하였다. 기계, 

금속공학 등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주축을 이루

었던 당시 자동차 회사는 페인트 제조 경험이 있

는 화학 기술자를 영입하여 화학제품을 관리하

고, 기술 육성을 시도하였다. 접착제 공급 업체들

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본에 엔지니

어들을 파견하였다.

1973년 금성화학으로 창업한 보광은 일본의 니혼

고무(Nippon Rubber, 이후 Asahi Rubber로 변경)

에 화학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을 보내 도장공

정용 실란트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였다.30) 홍성화

학은 김태진 사장(현 회장)이 직접 일본의 이이다

산업(IIDA Industry)을 방문하여 차체 공정용 실

란트 기술을 습득·도입함으로써 접착제 국산화

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후 권태신 연구소장을 

비롯한 2세대 엔지니어들의 노력에 의하여 도약

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접착제 시장은 보광과 홍

성의 양대 공급 구도가 정착되었으며, 현대 계열

의 고려화학(현 KCC)은 특유의 기술 분야인 의

장공정용 DGU (Direct Glazing Urethane)와 페인

트 공급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차체 공정용으로

서 스팟(spot) 실란트, 헤밍(hemming) 실란트, 매

스틱(mastic) 실란트와 도장 공정용으로서 언더바

디코팅(under body coating), 심(seam) 실란트, 의장 

공정용으로 DGU가 국산화하여 안정적으로 적용

되었다.

1975년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생산되기 시작하면

서 보광, 홍성화학 등은 접착제·실란트의 국산화 

개발을 시도하였다. 해외로부터 기술 제휴를 통

하여 신차 수준에 걸맞은 안정적 품질의 접착제

를 공급할 수 있었다. 이후 차량 조립에 적용되

는 기본적인 접착제, 실란트의 제품 구성이 완성

되었다. 후발 주자로서 대흥화학공업과 동주산업

이 각각 차체 및 도장용 접착제 공급에 참여하였

다. 또한 홍성과 보광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은 일

부 엔지니어들이 이동하여 1992년 새로운 업체인 

서일화학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소재 개발 시장

에 가세하여 세계 최초 적용된 BPR (Body Panel 

Reinforcement)이라는 외판 보강용 실란트와 소

재의 저비중화를 위한 발포형 UBC (Under Body 

Coating)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미국

과 중국의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현지 공

장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전개를 모색하

였다. 그러나 사업 부도로 인하여 6년간의 활동

을 접고 업계에서 물러났다.

1996년 홍성화학은 UBC 공급을 위하여 미국의 

코트잇(Coat it)과 합작하여 경주에 대규모 실런트 

생산시설을 갖추었다. 1999년 설립된 유니테크가 

업계의 새로운 주자로서 경쟁에 합류하였다. 유니

테크는 차체용 접착제에 주력하면서 BPR의 부족

한 기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스트림(stream) 공

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구조용 접착

제를 개발·출시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트렌드에 따른 연료전지용 접착제를 개발하였다. 

헨켈(Henkel)은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약진에 

동참하기 위한 포석으로 국내의 유력사인 홍성화

학의 자동차 사업부문을 인수합병하면서 국내 시

장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이후 도장 공정용 소재

에 대해서는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포기하였다.

성장하면서 다양한 소재의 운동화가 개발되었다. 

이 시기 콜드프로세스(Cold Process) 공법이 출현

하였다. 고무용 에나멜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던 

동성화학은 신발용 접착제 개발에도 뛰어들었으

며, 1972년에는 일본의 사카이화학과, 1980년대 

초에는 일본의 히로노화학과 각각 기술제휴를 하

였다.

1990년대에는 신발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

시 신발용 선두 기업이었던 동성화학에서 접착제

를 비롯하여 선처리제 등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

다. 1990년대 초에는 중합체에 자외선(UV) 개시

제를 넣어 UV를 조사하는 UV 프라이머를 개발

하였고, 파일론(Phylon)을 중창 소재로 사용함에 

따라 경량화와 공정 단축이 가능해졌다. 1990년

대 중반에는 가접착 시 유기용제가 전혀 없는 열

가소성 핫멜트 접착제를 개발하였다. 톨루엔에는 

소량의 벤젠과 자일렌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데,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는 벤젠을 포함하지 않은 접착제인 톨루엔 

프리(Toluene free) 접착제가 개발되었다. 용기용제

형 접착제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유기물질이 포함

되어 있어서 수성 폴리우레탄(PU) 접착제를 개발

하여 상용화하였다. 또한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

축할 수 있는 노 버핑(no bu�  ng) 공정용 접착제

도 출현하였다. 기존에는 고무의 표면을 갈아서 

접착하였으나 갈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접착제

를 개발한 것이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1999년에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제화공정에 적용하는 반응성 

핫멜트 접착제를 개발하여 생산공정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응성 핫멜트 접착제는 우레

탄계 접착제로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 접착성

의 범위도 넓어, 생산라인 자동화나 무용제화 등

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4.10.5 자동차용 접착제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내 자동차 산업과 함

께 관련 접착제 및 실란트 기술의 도입과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자동차 부품 및 부

자재의 기술력은 완성차의 가치를 확고히 보장해

주는 요소로서 자동차 산업과 맥락을 함께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주요 화학 산업의 한 축으로 자

리 매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소재인 접

착제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

술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시장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생산량은 2015년 기준 5만 3,000톤을 상회하며 전

체 국내 접착제 시장의 8~9%의 점유율을 나타나

고 있다. 1960년대 후반 현대자동차는 국내산 자

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차량 제작에 

공급된 접착제 제품은 지극히 저조한 수준이었 30) 김기영(현 부사장) 중심 출처 : 동성화학역사관

<그림 4-68>   동성화학과 일본 히로노화학의 신발용접착제 
관련 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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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또한 범용 포장용 및 산업용 테이프는 중국

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2015년 국내 아크릴 점착제 시장규모는 생산량 

약 5만 2,000톤, 1,300억 원 정도로 세계 시장의 

약 1% 내외에 불과하다. 특히 고내구성, 고내열

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착테이프는 90% 이상

을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점

착제 용도별 시장은 크게 라벨, 산업용 테이프 등

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

축,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10% 정

도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크릴 점착제

는 전체 점착제 중에서 약 40% 내외로 알려져 있

으며 삼원화학, 부림케미칼, 임덕화학, 재성 등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60%

는 천연고무계 점착제로 일반포장용 OPP 테이프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 AVERY는 국내의 기능성 라벨 시장의 30% 

이상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사용되는 점

착제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학필름 보호 목적의 보호필름 시장은 LCD, 

PDP 등 디스플레이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급

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즘시트, 확산시

트, 편광필름 보호용 테이프는 국내 업체에서 개

발·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

서 그 수요는 미비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선진국

의 제품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진다. 전자·반도

체용 테이프 시장은 일본 Nitto Denko, 독일 Tesa 

Tape, 미국 3M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

의 입지는 신뢰성 부족의 문제로 미미하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웨이퍼 다이싱용 테이프, 

용접용 테이프, 자동차 선팅필름, 절연테이프 등

의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상당한 수입 대체 효

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후 아크릴계 점착제의 고

내열성 및 고내구성 점착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올레핀계 플라스틱에 부착이 양호한 LSE용 

점착 제품 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UV 

경화형 점착제는 아크릴 폼 테이프 업체들을 중

심으로 현재 상용화되었으나 점착물성의 경시변

화 및 냄새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새로운 틈새를 노리던 신성유화가 기존의 

윤활유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도장용 실란트 사

업에 도전하였다. 신성유화가 2012년 국내 최초로 

LASD (Liquid Apply Sound Deadener)라는 분사형 

액상제진제를 개발함에 따라 안정적인 위치를 확

보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용 접착제 산업 분야는 

다시 3개 업체 구도로 개편되었다.

국산 차량의 기술 향상으로 해외 수출이 증가하

고, 다양한 국가에 현지 공장이 건설됨에 따라 

접착제 공급 업체들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기

술개발이 요구되었다. 이는 세계적 기업인 다우

(Dow), 시카(Sika) 등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기

술과 선진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 

전개에 나섰고, 국내 자동차 회사에 글로벌 수준

의 기술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는 접착제 공급자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기술 투자와 품질 수준

이 향상된 접착제 제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

다. 하나의 사례로서 유니테크는 해외의 유명 업

체인 다우(Dow)와 구조용 접착제 기술을 제휴하

였고, 이렇게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소

재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경

영 체계가 마련되었고, 글로벌 경영에 대한 인식

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슬로바키아와 독일

에 각각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세계화 

전략 추진은 물론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공급 승인을 확보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내 접착제 회사는 글로벌 기업들과 상

시 경쟁 구조를 이루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

여 기술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부단히 구사하였

다. 이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용 접착제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끊임없

는 노력과 협조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며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10.6 점착제

1955년 창립한 대일화학공업은 테이프 원단 가공

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6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

서 공업용 및 가정용 테이프, 파스류, 밴드류, 반

창고류 등의 의약품도 제조·판매하였다. 1963년 2

월에는 제약부를 증설하여 네오파스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4월 독일 바이웰스돌프, 10월

에는 일본 이화제지와 각각 기술합작을 진행하였

다. 대일화학공업은 1978년 10월 전기절연용 비닐

테이프와 폴리에스터 테이프로 UL 마크를 취득

하면서 국내 점착제 시장의 선두에 올라섰다.

2002년 상장 폐지된 후 대일화학의 많은 기술진

들은 덕성하이텍 등 국내 여러 업체로 유입되거

나 창업을 하여 국내 점착제 산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삼원화학, 1973년 부림화학공업

사(현 부림케미칼), 1981년 인영산업(현 임덕화학), 

1992년 재성화학(현 재성), 진광화학 등 많은 회

사들이 점착제 산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

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

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 관련된 점착제 시

장의 수요도 급성장하였다.

구조용·기능성 점착제 시장에서는 일본의 Nitto 

Denko(현 Nitto), 독일의 tesa Tape와 헨켈 등이 세

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 업

체가 국내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시장도 대부

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을 언급하

지 않고는 국내 산업기술발전사를 언급하기가 어

<그림 4-69> 점착제의 용도

출처 : 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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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촉매 산업

4.11.1 개요

촉매는 전체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의 90% 정도

에서 활용될 정도로 화학 산업의 필수요소이다. 

국내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산

업으로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이 1964년 가

동을 시작한 이래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의 다양

한 반응에 촉매가 사용되어 왔다. 공정의 주요 요

소로 사용되는 촉매를 공정촉매라고 부른다. 그

러나 초창기 화학 산업에 활용된 공정촉매들은 

자체 개발된 촉매가 아니라 턴키 방식으로 건설

된 공정의 일부로 별도의 촉매 산업이 시작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공정촉매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

어 산업으로의 의의를 갖게 된 것은 1996년 LG

화학이 아크릴산 제조 촉매를 개발한 것이 처음

이라 할 수 있다. 이후 LG화학이 OXO 반응 촉매

를, SK이노베이션이 ATA 촉매 등을 각각 국내 기

술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한 개발 내용

은 석유화학 산업기술발전사의 제3장(3.7.4 Acetic 

Acid와 3.7.5 OXO chemical 및 3.2.4 BTX)에 각각 

포함하였다.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촉진시

키는 물질’로 정의된다. 고분자 중합 촉매는 반응 

후 회수되지 않으므로 촉매의 정의에 완전히 부

합되지는 않으나 생성물의 수율이나 성상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분자 촉매는 사용

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분자 구조제어가 가능

하여 필요한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단일 산업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국내 기술로 상업화된 촉매로는 고분자 합성용 

메탈로센 촉매를 먼저 들 수 있다. 고분자 중합용 

촉매의 경우 LG화학과 대림산업의 촉매 개발이 

그 중심에 있다. 각각의 개발 내용은 석유화학 산

업기술발전사의 제3장 3.5 합성수지 편에 포함하

였다. 별도의 촉매 산업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촉매는 자동차 촉매로 대변되는 환경촉매와 윤활

기유 제조 촉매, 고품질 경유용 저온 유동성 개

선 촉매 등이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단일 상품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업화가 비교적 용이한 대

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본 촉매 산업기술발전사에서는 

성공적 촉매 산업화 기술로 들 수 있는 SK이노베

이션의 윤활기유 제조 촉매 및 동절기용 경유 제

조 촉매와 희성촉매의 자동차 촉매 개발에 대하

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11.2 기업사례 1 :  SK이노베이션

가. 윤활기유 제조 촉매 공정기술

윤활기유 촉매 공정에 사용되는 고성능 탈왁

스 촉매기술은 엑손 모빌(Exxon Mobil), 쉐브론

(Chevron)과 같은 극소수의 메이저 정유기업만 보

유하고 있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이러한 높

은 기술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이성화 

반응을 통하여 고품질 윤활기유의 수율을 극대

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술은 합성 제올라이

트 설계 역량과 최적화 기술 등의 기반 기술을 확

보해야만 개발 가능하다.

유공은 1995년 윤활기유 제조공정 개발을 완료하

고 YUBASE 기유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의 윤활기유 제조회사가 그렇듯 촉매기술은 해외 

주요 회사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

에서 검증된 기술인만큼 기술의 신뢰도에는 문제

가 없었으나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기술 의

존만으로는 공정 개선 및 해외 진출에 제약이 되

었다. 이에 따라 자체 촉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는 2008

년 제올라이트 합성법 개발, 합성 제올라이트 기

반 윤활기유 탈왁스촉매 제조 및 대량생산의 모

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2011년에는 

울산콤플렉스의 제1윤활기유 공장에 해당 촉매

를 성공적으로 상업 적용하였다. 2012년 촉매 성

능을 추가 개선하여 울산콤플렉스 제2기유공장

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생산된 윤활기유 제

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2009년 10월, SK에너지의 윤활유 사업회사로 출

범한 SK루브리컨츠는 현재 엑손 모빌, 쉘에 이어 

세계 3위의 윤활기유 생산능력(하루 7만 8,000배

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과 인도네시아와 스

페인에 공장을 두고 있다. 자체 개발한 윤활기유 

촉매 기술은 오늘날 SK루브리컨츠가 세계 프리미

엄 기유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근간

이 되었으며, 개발의 의미를 인정받아 2011년 대

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 되었다.

이는 정유공장의 미전환유를 원료로 초고점도지

수(VHVI - Very High Viscosity Index) 윤활기유

(YUBASE)를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공정 기술인

데 YUBASE 윤활기유는 미국, 일본, 유럽 등 30

출처 : SK루브리컨츠

<그림 4-70> SK의 윤활기유 제조 촉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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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011년 고품질 경유용 저온 유동성 개선 촉

매 상업화, 2013년 중급 윤활기유 촉매 기술 상업

화 등의 성공을 이루어냈다. 경유에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왁스(긴 사슬 n-파라핀) 성분은 

하절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절기의 낮은 온도에

서는 결정을 이루면서 엔진의 필터가 막혀 시동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해외 메이저 촉매사들이 개발한 여러 촉매 공

정은 크래킹 반응을 통하여 왁스 성분을 제거하

는 것으로 경유 유분의 끓는점을 낮게 조절하거

나, 경유 중 등유(Kerosene) 비율을 늘리거나, 첨

가제를 추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디젤 연료 제조원가 상승 및 디젤 연료의 

연비 저하 등의 원인이 되어 수율 저하의 문제를 

일으키며, 기술 도입을 위하여 연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독자 촉매를 개발하여 문제가 되

는 왁스를 유용한 경유 성분으로 전환시켜 수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저온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였다. 2011년에 자체 공장에 최초로 도

입하였으며 이후 고품질의 왁스-프리 경유를 안

정적으로 생산하여 고객 불만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몽고, 북유럽, 캐나다 등 혹한지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11>과 같이 쉘 

등 외국 메이저 촉매사의 기술에 비하여 고품질 

왁스-프리 경유 제품의 수율이 약 10vol.% 높으

며 경유 제품의 물성, 운점(雲點)31), 담점(曇點)32), 

저온 필터 막힘점33)과 같은 저온 성능이 특히 우

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약 40%

를 점유하고 있다. SK루브리컨츠는 윤활기유 촉

매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매년 윤활기유 촉매·

공정 라이센서에게 지급되는 수백억 원에 달하

는 기술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K루브

리컨츠는 인도네시아 프르따미나(Pertamina), 스페

인 렙솔(Repsol) 등과 합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지 공장의 설계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 기

술로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50억 원 수준의 기

술료를 확보하는 등 기술개발, 상업생산, 기술 수

출까지 이룬 국내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SK루브리컨츠는 수첨 처리 촉매 개발을 완

료하고 2018년 상업적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윤활기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촉매·공정 기술을 

확보한 명실상부 글로벌 라이센서의 위상을 구축

하였다. 지속적인 독자 기술 개발 노력으로 촉매 

활용 및 유사 촉매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며, 기존 촉매 반응공정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고점도 중질 윤활기유 병산 기술 및 납센기유 생

산기술 등 기유 스펙트럼을 넓히는 고유의 첨단 

윤활기유 생산기술 개발로 이어져 치열한 세계 

기유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

여하고 있다.

나. 동절기용 경유 제조 촉매 등

윤활기유 제조 촉매를 개발한 기술과 경험은 곧

고급윤활기유 제조용 촉매 개발 및 상업적용

개발 주도자

SK이노베이션 ITI 오승훈 수석연구위원, 김경록 전문연구원, 유재욱 수석연구원, 김태진 수석연구원, 

이승우 수석연구원, 노경석 수석연구원, 김용운 수석연구원

개발 기간

2004~2011

개발 과정

탈왁스 촉매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제올라이트 합성기술에 있다. 산 특성을 가진 제올라이트는 나노 크

기 이하의 규칙적인 세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 특성과 세공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성분의 유분들 

중 선택적으로 왁스 성분만을 이성화 반응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탈왁스 촉매용 제올라이트 합성기술은 난이도

가 높아 외국 메이저 촉매사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또한 제올라이트의 대규모 상업생산도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를 상업적 규모로 생산

하고 대규모 윤활유 공장의 촉매로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SK는 자체 연구를 통하여 탈왁스용 합성 제

올라이트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특허화하여 고유의 기술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수십 톤 규모로 생산하여 촉

매에 적용함으로써 2011년 국내 최초로 제올라이트 상용화를 통한 윤활기유 공정촉매 개발에 성공하였다.

SK가 개발한 윤활기유 촉매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메이저 회사들의 촉매와 비교하여 생산수율이 더 우수하

고, 기유 제품의 주요 물성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수상 내역

2011 이달의 엔지니어상 : 교육과학부 장관상(김경록)

2011 장영실상 20주년 포상 : 과학기술포장

2011 올해의 테크노 CEO상

2011 대한민국 기술대상 : 국무총리표창

2011 10대 신기술 : 지식경제부 장관상

31) 투명한 용액이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흐려지는 온도, 액체가 처음으로  

 탁하게 변하는 온도이다.      

32) 석유 제품을 규정 방법으로 냉각하였을 때에 유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액체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한다.

33) 경유에 함유된 왁스 성분이 기온이 낮아지는 동절기에 결정화되어  

 디젤 엔진의 필터 막힘을 야기하는 온도이다. 출처 : SK이노베이션

성능
Wax-free 

경유

일반 동절기 

경유

군용 경유 

(DF-1)

운점(℃) -23 -7 -12

저온 필터 막힘점(℃) -28 -24 -27

담점(℃) -37.5 -37.5 -40

방향족 함량(wt.%) 15 20 15

황함량(wt.ppm) < 6 < 8 < 9

세탄가 58 53 51

<표 4-11> 제품 성능 비교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4장
정밀화학 산업

534 535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였다. 현재 희성촉매

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촉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촉매 시장의 70% 이상을 점

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공정용 촉매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선박용 촉매 분야에서도 선

도적 지위를 선점해 가고 있다. “희성촉매의 개발 

과정은 우리나라 촉매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

야에서 촉매 기술 국산화를 최초로 이루어 왔다. 

1994년 수백억 매출에 불과하였던 희성촉매가 매

출 1조 원을 상회하는 촉매 전문 회사로 성장하

였으며, 종합 촉매 개발 및 생산기업으로 성장하

였다. <표 4-12>는 희성촉매의 주요 개발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나. 희성촉매의 자동차 촉매 기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는 세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대응 기술은 자

동차 자체의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가 되었다. 자동차 촉매는 25조 원의 세계 촉매 

시장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산

수하다. SK SDX 촉매를 적용하여 생산된 왁스-

프리 경유는 저온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

는 군용 경유(DF-1)와 비교해도 운점, 저온 필터 

막힘점은 우수하고 담점은 동등 수준이다. 혹한

지(영하 25℃ 조건)에서 저온 성능이 우수한 군용 

경유를 사용할 때에도 왁스가 생성되어 차량의 

필터 막힘이 일어날 수 있으나, 왁스-프리 경유

는 같은 조건에서도 왁스가 석출되지 않아 디젤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왁스-프리 경

유는 방향족 함량이나 황함량이 낮아 친환경적

이며, 일반 동절기 경유 대비 높은 세탄가(cetane 

number)를 유지하여 엔진 소음이 개선되는 장점

이 있다. 아울러 SK SDX 촉매는 자동차 연료로

서 연비와 출력도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개선하

였다. 이 동절기용 경유 제조 촉매는 2013년 장영

실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은 경유 매연 저감 장치 

촉매,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촉매 등

의 환경촉매도 개발하여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

고 상업화에 성공하여 회사의 매출 증대에 큰 기

여를 하였으며 장영실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환경 

관련 수상을 하였다. SK이노베이션의 촉매 연구

개발은 석유화학 분야를 넘어 환경, 정밀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이어졌다. 그 사례로 2001년 의약 

중간체 제조용 촉매 기술 개발을 들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설립된 SK바이오텍의 출범에 기여하

기도 하였다. SK이노베이션은 촉매 기술을 주요 

핵심 역량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현

재도 다양한 분야의 촉매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이를 통하여 차별적인 자체 기술 기반의 

글로벌 회사로 지속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11.3 기업사례 2 : 희성촉매

가. 개요

1983년 설립된 희성촉매의 촉매 사업은 1988년 서

울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자동차에 촉매가 

장착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의 촉매 기술 기

반이 미약하였던 당시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

여 단순히 생산하는 형태였지만, 1992년 기술연

구소 설립 이후 촉매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적극

고품질 경유 제조를 위한 저온 유동성 개선 촉매 개발 및 상업적용

개발 주도자

SK이노베이션ITI 오승훈 수석연구위원, 김도완 수석연구원, 

김태진 수석연구원, 이승우 수석연구원, 박성범 수석연구원

개발 기간

2010~2013

개발 과정

SK SDX 촉매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이성화 반응을 통하여 왁스 성분을 유용한 디젤 성분으로 전환시키

는 기술이다. 당시까지 주로 알려진 기술은 크래킹 반응을 통하여 경유 내 왁스 성분을 저(低)비점 유분으로 전환

하여 제거하는 ‘선택적 왁스 크래킹(Selective Cracking) 촉매 기술’로 쉘 등 해외 메이저 촉매사에 의하여 개발되

었다. 이 촉매를 적용할 경우 경유 제품의 저온물성은 개선되지만, 왁스 성분이 가스 성분으로 손실되어 경유 생산

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에 성공한 SDX 촉매 기술은 기존 방법과 차별화되는 촉매 반응을 

통하여 원료인 경유 성분 중 왁스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고품질 디젤로 전환하는 제조공정에 필수적이다. 이 기술

은 2011년 SK인천석유화학의 일산 2만 5,000배럴 규모의 경유 생산공장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동절기용 

고품질 경유(Wax-free diesel)를 안정적으로 상업생산 중이다. 또한 국내외 유사한 경유 생산공장에 적용하도록 

기술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수상 내역

2013 IR52 장영실상 수상

<표 4-12> 희성촉매의 주요 개발 기술의 상용화 시점

기술명 상업화(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제거 촉매 2001

가솔린 자동차 촉매(TWC) 2002

디젤 산화촉매(DOC) 2004

디젤 매연필터(DPF) 2006

화학공정용 촉매 : Pt / Alumina, Pd / Carbon 외 2007

Vanadia type SCR 촉매 2007

CNG 촉매 2014

Zeolite type SCR 촉매 2014

NOx 흡장형 촉매(LNT, Lean NOx Trap) 2014

선박용 SCR 촉매 2016

석유정제용 촉매 2016

GPF (Gasoline Particulate Filter) 2018

출처 : 희성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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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수(particulate number)를 제한하는 방식으

로 변경되었다. GPF (Gasoline Particulate Filter)는 

삼원촉매의 HC, CO, NOx 저감 기능과 더불어 

초미세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사원촉매(4-way 

catalyst) 기능을 갖고 있다. 희성촉매는 GPF의 촉

매 성분 및 양산 공법을 개발하여 2018년 양산에 

들어갔다.

(3) 디젤엔진용 DeNOx 촉매 기술(LNT, SCR)

디젤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저감을 위

해서 다양한 촉매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

다. 디젤 산화 촉매기(DOC - Diesel Oxidation 

Catalyst)와 디젤 미립자 필터(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에 의하여 HC, CO, 매연은 산화

과정을 통하여 저감될 수 있지만, 산소가 과잉으

로 존재하는 산화조건에서는 NOx의 환원은 불

가능하다.

LNT (Lean NOx Trap) 촉매는 산소과잉 조건에서 

NOx를 저장하고, 과량의 연료 분사를 이용하여 

저장된 NOx를 환원시켜 저감하는 과정을 반복함

으로써,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NOx를 정화하는 

촉매 기술이다. LNT의 개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다량의 귀금속 사용에 따른 낮

은 경제성과 부족한 촉매 활성 때문에 디젤엔진

용 DeNOx 기술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

나 강력한 NOx 배출 한계를 요구하는 EURO-6 

규제가 2014년 유럽과 국내에 도입되면서 고성능 

LNT 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희성촉매는 

촉매 표면에서 NOx가 흡착, 탈착하는 동적 거동 

변화를 In-Situ 기법을 활용하여 규명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개발한 최적의 NOx 저장 물질과 귀

금속의 효율 극대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LNT 

촉매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기술은 

EURO-6 디젤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SCR 촉매는 산소과잉 조건에서 요소를 환원제

로 하여 NOx를 선택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이다. 

전통적인 바나디아(Vanadia) 타입의 SCR 촉매는 

550℃ 수준의 내열성과 300℃ 이상에서 높은 촉

매 활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자동차는 

800도 수준의 내열성과 200~250도 범위에서도 

높은 NOx 정화율을 필요로 한다. 희성촉매는 최

적의 제올라이트(Zeolite) 타입을 선정하고 최적 

양이온(Cu, Fe) 교환공정을 개발함으로써, 디젤 

자동차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올라이트 계

열 촉매의 양산화에 성공하였다.

다. 희성촉매의 선박용 SCR 촉매 기술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와 마찬가지로 선박에 대

한 배기가스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2016년부터 북미 연안을 중심으로 Tier-3 규제가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동일 수준의 IMO Tier-

3 규제가 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SCR 촉매 기

술은 선박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NOx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로 간주되어 왔

지만, 선박 엔진의 연료 특성과 240도 미만의 낮

은 배기가스 온도 때문에 SCR 촉매의 실제 적용

은 매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다. 희성촉매는 

촉매 조성·공정뿐만 아니라 신개념의 촉매 구조

를 개발함으로써 열악한 운전 환경에서도 높은 

저온 촉매 활성과 내구성을 보유한 SCR 촉매 기

술을 개발하였다. 희성촉매의 SCR 촉매 기술은 

2016년부터 국내의 선박에 적용되어 선박용 촉매 

업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희성촉매는 국

내외의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

는 세계적 수준의 촉매 기술(TWC, DOC, DPF, 

LNT, SCR)을 개발하여 가솔린·디젤 자동차, 건

설기계·농기계 등에 매년 850만 개 이상의 촉매

를 장착하고 있다.

(1) 가솔린 엔진용 삼원촉매 기술

삼원 촉매(� ree way catalyst)는 이론공연비 (Air/

Fuel=14.6)로 운전되는 가솔린 엔진에서 배출되

는 HC, CO, NOx를 동시에 정화시켜주는 기술

로서 1,000도를 상회하는 온도조건에서 최대 24

만km 주행기간 동안 고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희

성촉매는 귀금속 지지체 물질 개발, 성분 최적화, 

구조 최적화 기법 등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였

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북미 극초저

공해자동차(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규제를 만족하는 기술이다.

(2) 가솔린 엔진용 GPF 기술

기존 MPI (Multi-Port Injection) 방식의 가솔린 엔

진과 대비하여 GDI (Gasoline Direct Injection) 방

식의 가솔린 엔진에서는 나노 크기의 입자상 물

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 나노 크기의 초미세 입

자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에

서 배출되는 매연에 대한 규제도 입자상 물질의 출처 : 희성촉매

<그림 4-71> 가솔린 엔진용 삼원 촉매 기술

출처 : 희성촉매

<그림 4-72> 가솔린 엔진용 GPF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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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교두보를 선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라. 희성촉매의 화학공정용 촉매 기술

현재 국내에서 소요되는 자동차 촉매는 거의 전

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 공정

용 촉매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희성촉매는 자동차 촉매 개발 과정에서 확

보한 촉매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화학공정용 촉

매의 국산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

소화 공정, 탈수소화 공정, 고분자 중합공정, 탈

황공정, 연료개질 공정용 Pt / Alumina, Pd / 

Alumina, Pd / Carbon, Zeolite type, Mixed oxide 

촉매들을 개발 및 양산함으로써 자동차 촉매뿐

만 아니라 화학 촉매 분야에서도 기술자립을 이

루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 촉매 산업 성장

과 이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획

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희성촉매

<그림 4-73> 수소화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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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업용 가스와 특수가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용가스 제조업

(분류코드 20121)은 “산업용 압축, 액화 또는 냉

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등을 제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 가스는 에너지원·열

원·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으

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스를 총칭하며, 주로 산

소,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 아르곤 등

의 순수가스 및 혼합가스를 의미한다. 특수가스

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산업용 가스의 일부분이지

만 업무 구분상 독성 가스를 포함하여 사용 목

적이 특별한 가스를 총칭한다. 예를 들어 석유화

학 분야에 촉매로 활용되는 가스, 분석기의 검

증에 적용되는 표준가스, 제약·농업·반도체 분

야에 사용되는 초고순도(99.995% 이상) 가스 등

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가스는 생산공정에 따

라 효율을 높이거나 제조경비를 낮추거나, 최적

의 운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

히 이들 중 주입(implantation), 식각(etching), 증착

(deposition), 세정(cleaning) 등 반도체 분야 공정에 

사용되는 순수가스 및 혼합가스를 전자용 특수

가스(Electronics Specialty Gases)라 부른다.

1960년대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자, 제철, 조

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부응해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산

업용 가스의 공급 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춰졌다. 

1980년대 중반에는 최첨단 산업의 성장과 국가산

업단지의 확장 개발 등에 힘입어 산업용 가스의 

용도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가스의 제조기술과 생산규모 면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는 파이프라인과 온사이트

(on-site) 방식에 의한 공급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전자용 특수가스는 1990년대에 반도체를 활

용한 각종 기기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자통신과 PC, 평판디

스플레이 산업 등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전

자용 특수가스 시장은 10년 동안 연평균 14% 정

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에 따라 고순도와 초고

순도의 고부가가치 특수가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

하였다. 오늘날 반도체는 18개월마다 그 속도와 

성능이 배가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새로운 특수가스 수요도 크게 늘어나

고 있다.

5.1.1 산업용 가스 산업의 전개와 기술개발

가. 기술도입기

해방 이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산업용 가스 플

랜트가 일본인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국내 수요

에 대응할 기술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인들

의 산업 참여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이 회사

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되어 가스 산업을 계속 추

진하였다. 제국산소공업은 대륭산소회사(대표 : 

방영근)로, 쇼와산소회사와 금강산소공업은 대

한산소회사로 합병 또는 사명을 변경하였다. 또

한 수원비행장의 군용 산소공장은 후에 아세아자

동차공업을 설립한 이문환이 광주로 시설을 옮겨 

호남고압가스공업으로 새 출발을 하였다.

해방 이후 산업용 가스는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5장
화공서비스 산업

550 551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였다. 6·25전쟁 당시 산업용 가스의 대량 군납으

로 인하여 민수용 공급이 부족해져 판매업자와 

수요자들이 혈투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1951년 접촉식 간이발생기를 사용하는 미군 소속

의 아세틸렌 공장이 가동되었다. 1952년에는 한국

인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아세틸렌 공장인 고

려아세틸렌공업사(대표 : 최상기)가 운영되었다. 

전후 복구사업과 함께 산업시설의 건립 등으로 

산업용 가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에는 서울에 4개, 부산에 2개, 대구·광주에 각

각 1개 등 총 8개의 기체산소 공장이 가동되었으

며, 국내 총 생산능력은 460m3/h에 이르렀다. 산

업의 기초 소재로 적용 영역을 꾸준히 확장한 국

내 산업용 가스는 중화학공업과 철강 산업의 육

성을 기반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기술체화기

1969년 산소 생산공장은 자가시설을 포함하여 39

곳에 달하였다. 당시 산소 생산능력은 국내 최대

의 시설규모를 가진 인천공업의 600m3/h를 포함

하여 총 2,300m3/h이었다.

이 시기에 질소는 단독 제조공장이 없었다. 산소

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질소가 생산되었으나 순

도가 낮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실정이었다. 한

편 일부 공장에서는 연간 30만~40만m3의 고순도 

질소를 생산하였는데 대부분 자체 수요로 충당되

었다. 전자공업 계통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질소

는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였다.

아세틸렌은 서울에 있는 11곳의 공장을 비롯하

여 전국에 23곳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으나 설

비가 모두 재래식의 투입식 가스발생기로 안전사

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았다. 1970년대 현대조선

중공업(현 현대중공업)이 영국에서 설비를 수입해

서 물에 카바이드를 투입하는 방식의 대용량 아

세틸렌 공장을 신설하였으나 수요에 비하여 생산

출처 : i가스저널 조사자료 

회사명 설립년도 설립자 소재지 생산능력 비고

동양산소공업 1934 김봉린 부산 당감동 30m3/h 주당 약 20시간 생산가능

제국산소공업 → 

대륭산소회사로 변경

1937 방영근 서울 문래동 30m3/h 1950년 에어프로덕트에서 60㎥/h 도입

1940 평양 40m3/h 북한청정으로 귀속

금강산소공업 1937 곤도 서울 양평동 60m3/h 2기 대한산소회사공업→ 현 한국수소공업

쇼와산소회사 1940 고바야시 서울 청파동 60m3/h 대한산소회사로 합병

동아산소공업 1942 니노미야 서울 당산동 60m3/h 액체산소시대에 밀려 1980년대 폐기

국경산소회사 1942 미야자키 신의주 40m3/h 북한청정으로 귀속

호남고압가스공업
1950년대 이문환 광주 동구 30m3/h 액체산소시대에 밀려 1980년대 폐기

1943 일본공군 수원비행장 30m3/h 호남고압가스공업에 인수되어 이전

진해해군공청 - 일본해군 경남 진해 30m3/h 해군에서 운영 중 1970년 폐기

<표 5-1> 초창기 기체산소 제조업체들

량이 부족하였다. 이후 하루 240드럼의 카바이드 

처리능력을 가진 건식 아세틸렌 제조공장을 추가

하여 자가소비를 충당하였다. 부산가스와 경기도 

경인가스공업(현 경인에코화학)도 이와 같은 건식 

아세틸렌 제조공장을 가동하여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포항에 해동와사공업사(현 린데코리

아)가 설립되어 산소, 질소, 아세틸렌 등을 제조·

공급하였다. 1973년 9월 한국산업가스(현 에어프

로덕츠코리아)는 오사카산소와 합작으로 경기 부

천에 액화산소 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액체산

소 시대의 개막을 촉진하였다. 1975년 유니온가

스(현 프렉스에어코리아)는 경남 창원에 현대화된 

대규모 액화분리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1979년에

는 대성옥시톤(현 대성산업가스)이 설립 후 반월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대규모 양산과 공급

이 가능한 액체산소 메이커 시대가 열렸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울산을 시작으로 파이프라

인의 부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산업

가스가 약 70km에 이르는 배관을 설치하여 울산

의 산업가스 시장을 장기간 독점하게 되었다. 대

성산소는 여천의 동해가스산업을 인수하고 공단 

내 수요처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가스공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프렉스에어코리아는 기흥 삼

성전자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고순도 

질소 공급을 시작하였다. 또한 비오씨가스코리아

(현 린데코리아)는 포항 해동산업을 인수, 철강단

지에 40km의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고 뒤늦게나마 

기체 및 액체가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20여 

년간 국내시장을 선도해 온 액체산소 메이커들은 

최근 10년간 설립된 코리아에어텍, SK에어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 등의 공장 신·증설로 인하여 

과당 경쟁이 불가피한 시장 상황에 대하여 고심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기술선도전환기

대성산업가스는 심랭식 공기분리 기술 개발을 위

하여 1989년 국내 최초로 대성초저온연구소를 설

립하고 2000년 질소 생산용 ASU (Air Separation 

출처 : i가스저널

<그림 5-1> SK에어가스 울산공장 전경

출처 : i가스저널

<그림 5-2> 대성산업가스 구미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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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다. 또한 대성초저

온연구소는 당대 최대 규모인 2만Nm3/h급 대형 

질소정제기를 자체 개발하여 2018년 현재 대성산

업가스 구미·파주공장에서 가동 중에 있다.

2006년 대성산업가스는 공학박사 손무룡의 주도

하에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액체가스 생산시설

을 건설해서 연간 12억 5,000만L의 초고순도 질소

와 2억 7,000만L의 액체산소 그리고 1,200만L의 

액화아르곤 공장을 가동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ppb 단위의 초고순도 가스를 제조했

다.

한편 2006년 8월 산업용가스 및 특수가스 업종 

관련 업체들은 취급가스의 제조·저장·운송·판

매와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과 관

련된 장비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들은 이를 주도해 나갈 단체로 한국산업특

수가스협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대성산업가

스 손무룡 부회장을 추대하였다.

2010년에는 정부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을 위

한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산소 생산용 ASU 기

술의 본격 개발에 착수하여 성공하였다. 대성산

업가스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ASU

를 2015년 인도네시아의 국영 광업 업체인 안탐

(PT ANTAM)에 공급하였다. 2017년 기준 국내

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액체산소 메이커

로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어프로덕트 100% 지

분), 대성산업가스(MBK파트너즈 100% 지분), 프

렉스에어코리아(프렉스에어 100% 지분), 린데코리

아(린데그룹 100% 지분), 코리아에어텍(대한유화 

100% 지분), SK에어가스(다이요니뽄산소 20% 지

출처 : i가스저널

<그림 5-3> 삼성전자 질소공급용 프렉스에어코리아와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기흥공장

분 참여) 등이 있다.

현재 액체산소 메이커가 가동 중인 ASU 플랜트

는 총 70여 기이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기흥, 

탕정, 군산, 구미, 울산, 평택 등에서 총 20여 기 

플랜트를 운용 중에 있다. 대성산업가스는 울산, 

여천, 구미, 파주, 반월, 청주, 대전 등에서 30여 

기의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프렉스에어코

리아가 기흥(화성), 탕정, 여천, 창원 등에 10기, 

린데코리아가 기흥, 화성, 서산, 포항 등에 9기 등

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울산을 근거지로 사업을 

시작한 SK에어가스와 코리아에어텍은 지역 여건

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영

남권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산업용 가스 액체산소 메이저를 포

함하여 탱크로리를 통한 액체공급 방식과 초저온

용기 및 실린더를 사용한 순수 액체시장의 유통

업체는 약 4,000여 개소가 활동 중이다. 구체적으

로 전국에 300여 개의 충전소와 3,700여 개의 전

문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라. 기술선도기

그동안 산업용 가스 업계는 공기 중에서 각각 

78.08%, 20.95%, 0.93%가량을 차지하는 산소, 질

소, 아르곤 등은 물론 함유량이 0.00001%에도 못 

미치는 크립톤, 네온, 아신, 포스핀 등의 미세한 

가스를 추출·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해 왔다. 끈질긴 연구와 과감한 도전 덕분에 

현재 산업용 가스는 용접, 절단 등 일반적인 수요

에서부터 반도체 제조, 우주항공 등 최첨단 분야

에 이르기까지 실로 폭넓게 사용되면서 삶의 질

도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스분

석표준그룹의 김진석 박사 연구팀은 정밀 가스질

량분석기를 통하여 공기 무게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0.01%가량 더 무거움을 밝혀냈다. 연구팀

은 공기 조성을 측정하여 공기 중 아르곤(Ar)의 

농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0.917%가 아닌 0.9332%

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는 1969년 미국표준

기술연구소(NIST)가 정의한 아르곤의 농도가 사

실과 다르다는 것을 35년 만에 찾아낸 것이었다. 

공기의 무게가 달라지면 각 물질들이 대기 중에

서 받는 부력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몸무게를 비롯하여 돼지고기 1근, 쇠 1kg 등 대기 

중에서 측정하였던 모든 물질들의 무게가 실제보

다 조금씩 달라진다.

마. 생산기술

(1) 개요

공기를 각 성분 기체로 분리하려는 노력은 19세

기 초 영국의 패러데이(M. Faraday)가 얼음과 소금

으로 냉각된 용기에 각종 가스를 압축·액화시키

는 실험을 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산업용 가

스 사업은 1886년 영국 Brin 형제가 공기 중에서 

산소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Brin’s Oxygen 

Company(영국 BOC그룹의 전신)를 설립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일산화바륨(BaO)

을 산화시켜 이산화바륨(BaO2)을 만든 후 이를 

환원시켜 산소를 분리하여 내는 화학적 분리방법

을 사용하였다.

산소의 액화는 1877년 프랑스의 카유테(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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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lletet)와 스위스의 피크테(A. Pictet)에 의하

여 이뤄졌으며, 1890년 영국의 듀어(J. Dewar)와 

1892년 네덜란드의 온네스(H. K. Onnes)에 의하

여 공기 액화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1902년 프랑

스의 클로드(G. Claude)와 1910년 독일의 린데(K. 

Linde)에 의하여 개발된 심냉분리법(Cryogenic Air 

Separation)이 등장한 뒤 공기액화가 실용화되면서 

산화된 일산화바륨을 분리하는 화학적 방법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1986년 미국 몬산토의 자회사인 퍼미아

(Permea)가 질소분리막을 상용화하면서 공기분리 

시장은 심냉분리법, 흡착분리법, 막(Membrane)분

리법의 공존시대를 이루었다. 기업들은 사용목적

에 따라 각각 공기분리 방법의 특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 대규모 분

리에는 심냉분리법이 유리하고 중소규모에는 흡

착분리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막분리법은 소

량생산을 목적으로 40% 이하의 산소 생산이나 

90~99.9%의 질소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2) 공기분리 시스템 현황

① 심냉분리법

심냉분리법(Cryogenic Air Separation)은 공기를 압

축·정제한 후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저온으로 냉

각하고 증류과정을 통하여 순수한 가스로 분리

해내는 공기분리 시스템(Air Separation System)이

다. 이는 공기분리 공법 중 가장 오래된 방법이면

서도 현재까지 공기분리 기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냉분리법은 대량생산이나 고순도 가스를 얻는 

동시에 기체를 액체화할 수 있어 저장과 운반에 

유리하다. 하지만 공기를 액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장치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투자비가 많이 드

출처 : i가스저널

<그림 5-4> 심냉분리법 개념도

는 단점이 있다. 심냉분리법을 통하여 가스를 생

산할 경우 제조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전력비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형

플랜트의 경우 전력비가 총 제조원가의 60% 이상

을 차지한다.

② 흡착분리법

흡착분리법(PSA - Pressure Swing Adsorption)은 

흡착제와 가스성분 간의 평형 흡착량 또는 흡착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며 압력 변동을 통하여 흡

착과 탈착을 반복하여 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이

다. 공기분리에 주로 사용하는 흡착제로는 ZMS 

(Zeolite Molecular Sieve)와 CMS (Carbon Molecular 

Sieve)가 있으며 ZMS가 CMS보다 순도가 높다.

생산공정은 원료 공기가 압축기에서 가압되고 공

기여과기에서 먼지와 수분이 제거된 후 밸브를 

통하여 흡착탑으로 들어간다. 이때 공기는 탑에

서 가압되면서 탑 내 제올라이트(Zeolite)에 질소

와 이산화탄소가 흡착된다. 나머지 산소와 아르

곤은 밸브를 통하여 저장탱크로 유입되며 산소의 

일부는 밸브를 통하여 흡착탑의 퍼지용 산소로 

사용된다. 흡착탑 내의 제올라이트가 능력한계까

지 질소를 흡착하면 흡착용 밸브가 닫히고 동시

에 배출용 밸브가 열려 탈착이 개시된다. 이때 질

소와 이산화탄소, 흡착탑 하부에 남아 있던 공기

가 사이렌서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된다. 그리고 

흡착탑 내부가 상압으로 돌아가기 전에 밸브가 

열리고 이번에는 흡착공정에 있는 흡착탑에서 다

음 공정을 위하여 퍼지용 산소가 공급된다. 이러

한 공정으로 2개의 흡착탑이 반복하여 운전되므

로 밸브를 기준으로 할 때 8개의 공정이 연속적

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③ 막분리법

공기분리 기술 중에서 막을 이용한 막분리법

(Membrane Air Separation)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

용화된 것은 불과 20년이 되지 않지만 단기간 내

에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멤브레인을 이

용하여 공기를 분리하는 방식의 연구는 금속 산

업에서 다량 필요로 하는 산소를 분리하기 위

하여 시작되었다. 멤브레인에 의한 산소부화(酸

素富化)의 상업화는 1977년 Oxygen Enrichment 

Company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상업화 노력으로 현재는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산소부화용량 0.2~15Nm3/h, 산소농도 

28~60% 정도인 산소부화용 시스템과 모듈을 공

급하고 있다. 이 설비들은 대부분 의료와 관련하

여 소규모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연소, 산화, 발

효 및 구리의 제련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부

화하거나 공정 공기를 산소로 치환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특정한 분야에 이용된다.

5.1.2 특수가스 산업의 전개와 기술개발

가. 개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특수가스 분야에서

도 서서히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다. 산업 발전에 

따라 적용 분야 및 종류, 용도가 다양해졌을 뿐

만 아니라 수요처별 요구사양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중에서도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가스는 

전체 특수가스 수요의 68%를 차지한다. 신종 반

도체의 제조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면서 

공기

공기
필터

열교환기

배기가스

저압컬럼 냉각장치

Ar건조기

액체아르곤

액체산소

액체질소

Ar컴프레서

H2 Generator

고압컬럼

아르곤
컬럼

순수
아르곤컬럼

콜드박스

Tower
에어

컴프레서

Freon 
Cooler Air

Exchanger

Recycle 
Exchanger

N2Booster 
Compressor

N2Booster 
Expander

N2Recycle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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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IBM, 인텔, AMD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제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가

스나 화학 같은 2차적 분야는 전문 업체에 아웃

소싱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매년 15~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내 특

수가스 시장에 진출한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총 

18개사이다. 해외 업체와의 합작사인 대성산업가

스,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프렉스에어코리아, 린

데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액체산소 메이저

를 포함하며 SK머티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버

슘머트리얼즈코리아, 한국메티슨특수가스, 하나

머티리얼즈 등과 스미토모세이카, 간또덴까, 쇼와

덴코, 미츠이케미칼, 이와따니, 일본산소 등 일본 

업체도 국내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 기술도입기

국내의 특수가스 공급은 반도체 산업과 맥을 함

께한다. 1985년 4월 3일 경기도 평택 진위면 마산

리에 설립된 대한특수가스의 출범은 국내 최초

의 특수가스 전문 업체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특수가스는 KIST의 연

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전담기구로 한국기술진흥

(K-TAC)과 석영상사, 다카치오 등 3개사가 공동

으로 세운 합작회사로 출발하였다. 대한특수가스

에는 대부분 일본 다카치오의 기술이 도입되었으

며 석영상사가 영업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1987년 한국산업가스(현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대한특수가스의 K-TAC 지분을 인수하였고 나머

지도 차례로 매입하여 결국 100% 외국인 지분의 

회사로 바뀌었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대한특

수가스를 운영하면서 자사의 기술로 포스핀, 아

르신, 디보란, 실란 등의 혼합가스를 제조하여 반

도체용 특수가스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의 메티슨트라이가스, 일본의 칸토덴카의 대

리점을 거친 석영상사는 덕양에너젠(현 덕양)의 

계열사로서 다양한 특수가스를 취급하고 있다.

(2) 기술체화 및 선도전환기

2001년 경북 영주의 대백신소재는 NF3 가스 공장

을 준공하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에 

돌입하였다. 대백신소재의 성공에 대하여 반신반

의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대만에 진출하고 품목도 

SiH4와 WF6 등으로 늘어나면서 명실공히 세계적

인 특수가스 업체로 급성장하였다. 199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하고 2001년 반도체 특수소재(NF3)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2005년에는 WF6 공장과 

SiH4 공장을 준공하였다. NF3 국산화 1호 기업인 

대백신소재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원료 특수

가스를 제조한 원조기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

며, 국내 순수 자본의 특수가스 제조업체들이 출

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부터 OCI가 단독 경영에 나서면서 2010년 

7월 OCI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12년 

12월 Si2H6(다이실란) 제조기술로 지식경제부의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6년 2월 대주주 변

경에 따라 SK그룹에 편입되면서 SK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NF3 시장의 급성장으로 울산화학(1997년 11월 현

대그룹에서 분리된 후성그룹의 후성HDS)과 효

성(화학PG Neochem PU)이 연이어 국산화를 이

루는 개가를 올렸다. 2002년 11월 아토는 N2O, 

NH3, CO2 등을 정제하여 고순도 가스를 선보였

다. 또한 수소, 산소, 아르곤, 헬륨 등 다양한 혼

합가스를 생산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

로 고순도 NH3 생산라인을 갖춰 LED 생산 업체

에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특수가스 사

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원익그룹에 매각, 2006

년 12월 1일 원익머트리얼즈로 출범하였다. 또한 

1999년 설립된 코아텍은 2006년 2월 고순도 암모

니아를 생산하면서 특수가스 업계에 진출하였다. 

2007년에는 안성공장까지 준공하여 염소(Cl2), 브

롬화수소(HBr)도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확장도 활발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메티슨특수가스가 2006

년 아산공장으로 이전하여 다양한 특수가스를 

제조·공급하고 있다. 일본 칸토덴카코리아도 NF3

를 주력으로 국내에서 88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2006년 8월 자회사 한국 

소화화학품(昭和化學品)을 설립한 일본의 쇼와덴

코 또한 2007년 6월 경기도 안성에 보관창고를 짓

고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으며, 2015년 3월

에는 안성 고순도 아산화질소 정제공장을 준공하

여 가동하고 있다. 솔베이케미칼 또한 울산에 F2 

공장을 건설, 불소(F2)를 비롯하여 육불화황(SF6), 

불화요오드(IF5), 용융제 등을 제조하여 중국 등

에 수출하고 있다.

나. 용도 및 분류

특수가스의 용도별 수요는 반도체 분야가 68%, 

석유화학 공정용 2%, 자동차 분야 0.8%, 정밀가

공 분야 1.6%, 중전기 분야 8.4%, 의료용 1.3%, 조

명 및 전구 분야 0.2%, 환경 분야 0.1%, 제약 분

야 1.6%, 헬륨 13.1%, 기타 분야가 2.9%를 차지하

고 있다. 특수가스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성

분가스에 대한 제품검사 후 정제와 순도분석의 

과정을 거쳐 압축·저장한다. 그 후 바탕가스를 

재충전하고 나면 가스가 혼합됨에 따라 적정한 

시간 동안 안정화한다. 압력검사, 누설검사, 하자

검사를 받은 후 제품으로 출하한다.

혼합가스 제조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 하나

는 정밀을 요하는 혼합가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량비 혼합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온도, 압력, 부

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대량생산 

시에 주로 사용한다.

한편 특수가스 제조용 용기는 충전된 가스의 순

도 및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내부가 청결

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통 클리닝

(cleaning), 코팅(coating) 등으로 내부를 처리한다. 

특수가스는 여전히 국내 제조보다는 수입의존도

가 높은 상황이다. 이는 특수가스를 국내에서 제

조하기 이전부터 공급하여 온 매티슨 등 외국 가스 

업체들이 아직까지 최대의 특수가스 공급 업체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도 해

외 업체들과 합작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 국내 기술의 발전

1980년 초반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용 특수가스

(Electronics Specialty Gases)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여 반도체 회

사로 납품하거나 글로벌 회사인 Air Products, Air 

Liquide, Linde, BOC(현재 Linde로 합병), 니혼산

소(日本酸素) 등의 유수 회사가 공급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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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후에는 특수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대

용량의 용기를 외국에서 들여와 소분공정(trans-

filling)을 거쳐 납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도

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는 그 순도가 보통 

99.999% 이상으로 높고 불순물의 제어가 다른 여

타 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

을 요구하였다. 이 상황에서 소분공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품질 이상이 나타났고, 이상 상

황 발생에 대한 분석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하였

다. 단순히 최종 제품을 소분하여 고객에 공급되

는 방식에서 미가공 제품(crude material)을 들여와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의 정제공정을 거쳐 자체

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용 특수

가스 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료 합성 및 

정제 후 품질보증 기술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현

재 보유하고 있는 합성기술로는 NF3 제조와 같이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N2O와 같이 자기분

해를 이용하는 방법, NO와 같이 고온에서 2종의 

다른 물질을 이용하여 반응을 시키는 방법, SiH4와 

같이 금속물질에서 추출하는 방법, Ne와 같이 공

기 중의 희소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분야가 미세화·집적화됨에 

따라 과거에 공급하던 특수가스의 품질로는 대응

할 수 없었다. 불순물 기준 0.1ppm 이하의 초고순

도(ultra high purity) 기준을 만족하고 불순물의 산

포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야 했다. 여기에는 고난

이도의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

는 국내·외의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여 시장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실험 개발, 시험생산(pilot test), 

상업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기술을 발전시키

<그림 5-5> 초저온가스 액체 용기

고 있다. 현재는 국내에서 NF3, SiH4, Si2H6, N2O, 

NO, WF6, Ne 등을 원료합성부터 생산 및 정제공

정을 거쳐 국내 및 미국, 중국, 대만, 유럽 등 세

계 각지에 고품질의 특수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요약하면 반도체용 특수가스 기술발전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5.1.3 제조·공급 업체의 향후 진로

지금까지 국내 산업용 가스 산업은 외국의 기술력

과 자본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성장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국산화가 상당히 미흡하였고 성장률

마저 지지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기

존 액체산소 메이커는 물론 자체 플랜트 가동 업

체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판매 경쟁 또한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자 

수요처가 반도체 등 제품 생산원가의 4~5%에도 

못 미치는 단가로 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등의 문

제 때문에 제조·판매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요처들도 산업

용 가스의 시장 동향 분석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

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용 가스 업계도 무차별

적인 시장 공략보다는 영업 관리 측면에서 시장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단계(1980~1990년대) : 단순히 외국에서 최종 제품을 

들여와서 고객에게 공급

·   2단계(1990~2000년대) : 대량의 용기로 된 최종 제품을 

들여와 소량의 용기로 소분 공급

·   3단계(1990~현재) : 미정제 원료를 들여와 고순도로 

정제하여 공급

·   4단계(2000년대 중반~현재) : 원초기술인 합성 및 정제를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공급

·   5단계(현재~향후 방향) : 미래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고 

시장에 적용하여 공급

출처 : 추광호, 2015. 1. 6., 산업가스 특수가스총서1, 북랩

<그림 5-6> 특수가스 합성 및 정제공정 그림

원료저장 합성 중간저장 흡착 증류 제품저장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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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산업용 가스 업계는 장치 산업 시장의 

포화 상황으로 인하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

외하면 온사이트 형태의 가스 공급은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

계는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위한 원료가

스 개발과 함께 정제기술 개발, 용기내면 처리기

술 개발 그리고 취급·안전 등과 관련한 자체 기

술의 연구가 진척되어야 한다. 아울러 액체가스

에 비하여 기체가스의 물류비가 저렴하다는 점에

서 향후에는 소형 기체플랜트가 산업용 가스 시

장을 일정 부분 차지하게 되는 상황 변화도 예상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공업용 소형 PSA나 

의료용 포터블 산소발생기 등과 같은 가스발생기 

시장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을 감안해서 현지화를 통하여 중국

의 반도체 굴기에 따른 특수가스 시장을 확보하

는 등 과감한 해외시장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

다. 해외 시장의 무궁무진한 수요를 개척하는 방

향으로 눈을 돌려 국내 수요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최신 산업용 

가스 관련 기술들을 신속하게 흡수하고, 국내 실

정에 맞도록 현지화하는 한편 고객의 요구에 앞

서 자체적인 연구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국내의 

산업 구조가 정보기술(IT), 바이오(BT) 등 첨단

화·고도화되어 가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

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

수요 개척에 도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2 환경 산업 청정기술

청정기술이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량은 물

론 오염물의 배출량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연

환경의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도 에

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보존과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출처 : 추광호, 2015. 1. 6., 산업가스 특수가스총서1, 북랩

<그림 5-7> 산업가스 및 특수가스 이동수단

한국청정학회에서는 청정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청정기술이란 제품 생산과정에서 오

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

로써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의 전 단계에 걸쳐

서 자연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생산기술을 말한

다. 한국청정학회는 청정기술을 청정 생산공정 

기술(Cleaner production processes), 청정소재 제품

기술(Cleaner materials and products), 청정부품·제

품설계(Cleaner parts·products design), 재자원화 

기술(Recycle and reuse of waste materials), 청정 환

경기술(Cleaner environments), 청정·대체에너지 기

술(Cleaner/alternative energy), 산업생태학(Industrial 

ecology),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청정기술 개념은 1980년대 말 뒤늦게 도입

되었는데, 1992년 G7 프로젝트에 청정기술이 포

함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 환경처가 

1994년 환경부로 승격된 이후 1995년 「환경친화

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으로 청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졌다. 또한 2001~2002년 국가기술지도 작성, 

환경친화적 소재·제품 및 공정기술 부분에서 5개 

핵심요소 기술 분야와 99개의 세부 기술 분야 도

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

하여 우리나라의 청정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

를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하였다.

5.2.1 청정기술의 국내 도입(1990~1995)

1980년 환경청이 발족하며 국내에서도 청정기

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90

년 8월 서울대학교가 공학우수연구센터(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사업에 클린텍 연구

센터를 한국과학재단에 신청한 것을 계기로 청정

기술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는 청정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서울대학교의 

클린텍연구센터가 ERC로 선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1991년 클린텍연구회가 결

성되었고 1992년에는 한국화학연구소에 청정기술

실이 설치되었다. 1995년에는 청정기술학회가 탄

생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국가적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중에서 청정기술은 환경공학 기술개

발 사업의 7대 분야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를 

통하여 저오염·무공해 공정 기술개발과 디젤자

동차 배출가스 방지 장치 개발의 2개 중과제가 

수행되었다. 당초의 연구 기획에서 청정물질 개

발 및 생산기술 과제의 주 내용인 분해성 고분

자, 계면활성제, 무공해 농약 개발은 G7 프로젝

트 중 하나인 신기능 생물소재와 연구영역이 중

복되어 이관되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기술은 

한국기계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청정기술의 하

나로 특수 분야에 속한다. 청정생산 기술의 본류

인 저오염·무공해 공정 기술개발은 크리스탈 유

리 산업에의 무오염 시스템 개발, 도금공정으로

부터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 유지공업의 부산

물로부터 유가자원의 회수 및 재이용, 금속가공 

공정의 오일 함유 폐액의 감량화 및 재이용 시스

템 개발 등 4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청정기술의 

극히 일부에만 국한된 연구가 1단계로 3년간 진

행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의 청정 생산

Y실린더
Liquid in / Out

Economiser Regulator

Gas Out
Vent

PB Regulator

Tonner

니콘병

-200

-204

-202

-206
47리터

Tankl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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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ls

Vacuum 
Shell Tube Trailer

SRV & Burst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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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니트로화 반응의 클린 프로세스화 연

구, 폐수 저감을 위한 염료 제조 산업에서의 저오

염 공정기술, 전해법에 의한 인쇄회로기판 제조공

정의 식각 폐수로부터 식각 용액의 재생 및 구리 

회수 등 4개 과제가 추가되었다. G7 프로젝트의 2

단계 사업에 1995년부터 청정 제품 개발과 청정기

법 개발의 2개 중과제가 추가되어 청정기술 연구

개발이 크게 확대되었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미래 수요가 있는 분야를 집

중 발굴하여 관련 정부부처들을 적극 참여시킨

다는 전략하에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런 이유로 ‘범 부처’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이 구상되었

고, 환경 분야는 환경처가 담당하였다. 당시 연구

개발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하였던 환경처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연구개발 관련 부서

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

액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업계에서는 G7 프

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청정기술을 중요하게 여기

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의 개별 사업장들은 환

경 개선 작업 및 처리장치의 개발을 통하여 상당

수의 청정기술을 개발·운영하였다. 그러나 청정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1992년 5월 삼성은 1995년까지 CFC 사용 전폐, 

B-C유를 청정연료로 교체, 산업폐기물 자체 처

리 확대, 폐수 처리수에 물고기 기르기의 환경 선

언을 하여 청정기술 개발 도입 방향을 정했다.

청정기술의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을 촉진하

출처 : 박원훈, 1995, 청정기술의 동향, 청정기술학회지 1, p.21-23, 청정기술학회

회사명 청정기술명 기술의 내용 환경 개선 및 경제효과

트라스코 코리아

(대표 전명우)
저공해 오일필터

●   필터 면적을 증가시켜 수명 및 효율 향상

●   압력조절판을 설치하여 오염된 오일의 

바이패스(by-pass) 양을 최소화 

●   외부를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교체하여 

방열효과 극대화

●   폐윤활유 발생량 절감 

●   엔진 수명 연장

대웅화학

(생산이사 윤태중)

폐용매의 회수 

및 재활용 기술

●   폐용매 회수 시스템 설치로 전량 회수 재활용 

●   한국화학연구소와 공동 연구 및 

선경엔지니어링과 공동 개발

●   폐기물 처리경비 절감 및 용매 회수 

재활용으로 원가 절감 

●   주변 환경오염 차단

포항종합제철
스테인리스 공장 

분진재활용 기술

●   중금속 분진을 작은 브리켈로 만들어 

유도전로에서 처리 후 전량 원료로 재활용

●   분진 확산의 원천 봉쇄로 환경오염 소지 제거 

●   분진 중 유가금속 회수 재활용으로 원가 절감 

●   폐기물 위탁처리비 절감

한화자동차부품
함침공정 무방류 

시스템 개발

●   국내 최초로 알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의 

함침공정을 무방류 시스템으로 개선

●   함침액을 전량 회수하여 폐수 방출이 없음 

●   함침액의 재사용으로 경제성이 높고 폐수 

처리비용 절감

<표 5-2> 청정기술대상 수상 내용(1994)

기 위하여 환경오염사전예방연구회는 1994년 환

경부와 삼성전자 후원으로 청정기술대상을 제정

하였다. 이후에는 환경부가 입법한 「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상의 5

개 부문 중 하나로 청정기술상이 제정되었다. 제1

회 청정기술대상으로 팔마(대표 : 유기동)의 고강

도 콘크리트관 제조 신기술이 수상하였다. 기존

의 습식 공정은 폐수 및 슬러지가 다량으로 발생

하나 팔마에서 개발한 새로운 건식 공정은 오염

원을 줄이면서 제품의 생산성과 질을 크게 향상

시켰다. 원심력만을 사용하는 구 공정에 비하여 

진동 및 회전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물 소비량이 

1/3, 슬러지 발생량이 1/20으로 줄어들었다. 제품 

강도와 생산성이 각각 20% 및 45%가 증가하였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 외의 수

상 내용은 <표 5-2>와 같다.

청정기술 도입기 초반에는 그동안 발생하였던 오

염물질을 제거하는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기술에

서 사전 오염 예방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품질만을 우선시하던 경영에서 환경 및 안

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 경영 방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외국 기술 도입 위주로 진행

됨에 따라 자체 기술개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마저도 청정 생산공정 기술에 치중해 있었다.

5.2.2 본격 기술개발 및 보급(1995~2001)

199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청정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제협력, 지원센터 운영 등 청정 생산에 대

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률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보급, 기술 기반 조성, 국제협력, 인

력 양성 등의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1996년 삼성에서는 녹색경영 선언을 통하여 경영, 

제품, 공정, 사업장, 지역사회의 녹색화를 선언하

였으며 기준치의 30% 이내의 자체 규제 및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하였다. 삼성 등의 대기업 외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

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전용과제를 도입하여 지

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기

술 진단·지도 보급 사업도 추진하였다.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청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

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기업의 청정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시되었다. 청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상

이 제정되었다. 환경기술상은 1995년 처음 시상되

었다. 제1회 환경기술상을 수상한 현대자동차의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A.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및 추진

  ⅰ. 5년 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 고시

  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

 B.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환경 실천계획 수립, 추진

나. 환경 산업 및 청정 생산기술 지원

 C. 환경 산업 육성

  ⅰ. 환경 산업 육성대책 수립 시행

  ⅱ. 환경설비 공제사업 실시

 D. 청정 생산기술 지원

  ⅰ.   청정 생산기술 개발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

  ⅱ.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청정 생산기술 개발 지원

  ⅲ. 기술 인력 교육 및 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 확대

  ⅳ. 선진국과의 청정기술 교류 및 협력개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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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100% 삭제 기술은 국내 전체 절감량으로만 

연간 780톤에 달하였다. 그 밖에 폼(foam)의 물성 

개선과 연간 9억 4,300만 원에 이르는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 제1회 환경기술상의 청

정기술 부문 추천 기술 및 개발내용은 <표 5-3>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학한림원의 보고서 

<화학산업과 청정기술>에 실린 설문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 시기의 환경기술 연구개발은 미

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환경 관련 기술을 각 기

관별로 종합·조정 없이 비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환경 연구 방향이 설정되지 못

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별 기업에 대한 단순한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만으로는 전 산업에 청정생산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정 생산기술 및 정보

를 총괄 보급하고 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총

괄 중심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서도 청정 생산기술 개발 보급의 총괄 주관, 기

업에 대한 생산 진단지도, 교육훈련, 대외협력 홍

보 등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국가청정생산지원센

터가 설립되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청정 생산기

술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생산단계에

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저감하여 환경규제

에 원천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고비

용 저효율 환경 관리 체제를 개선하여 21세기 유

망시장인 환경 시장을 확보·지원할 계획으로 시

작되었다. 추진 사업은 청정 생산기술 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사업, 청정 생산기술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자원부

의 청정 생산기술 지원 사업은 염색, 도금, 주물 

등 전통적으로 환경문제 및 환경부담 비용이 심

출처 : 박원훈, 1995, 청정기술의 동향, 청정기술학회지 1, p.21-23, 청정기술학회

<그림 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조기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환경경영 체제 구축 
환경산업의 육성

청정 생산기술 개발 촉진

환경경영 체제 구축 

3대 과제 중점 추진

민간추진본부(대한상공회의소)

· 업종별 사업자 단체의 구조 전환, 촉진 활동 지원
· 사업환경정책심의회 운영활성화
· 자금 기술 세제 등 종합 지원

각한 업종의 생산체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

고자 하였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환경규

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업종의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1996년 41억 원 규모에서 1997년 120억 원 

규모의 단위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1997년 

11월에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서 별도 기술사

업으로 확대·독립되었다. 1999년에는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1999년까지 1,015억 원이 투자

되었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00년 기후변

화협약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공

정 등에 주로 사용되는 SF6 및 PFC 가스를 최소

화, 재이용하는 기술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자통

신기기 등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

한 환경친화 설계기법의 개발 등 총 17개 분야 63

출처 : 박원훈, 1995, 청정기술의 동향, 청정기술학회지 1, p.21-23, 청정기술학회

분야 산업체명(개발자명) 개발 기술명 기술 개발 내용 경제·환경 효과

인쇄
한양화학공업

(김성규)

수성발포 벽지용 

잉크

유성 원료에서 수성 아크릴 수지와 물을 

사용하는 수성 발포 벽지용 잉크 개발

●   연 24억 원 매출 효과  

●   수성이므로 작업공정에서 화재 위험이 

없고 공해 방지 시설의 설치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방지

건축·토목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

(임영택)

석분을 이용한 

점토벽돌 및 그 

제조방법

석제 가공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슬러지를 이용하여 재활용 적벽돌 생산

●   연간 4억 5,000만 원 예산 절감  

●   매립장 문제 해결 및 폐기물의 자원화

기계 한화기계

에너지 절약형 

음극선 관용 패널 

조립체의 열처리 

기술

기존의 네크 실링 레(neck sealing lehr) 

방식의 열처리 방식 및 구동 시스템 개선

● 에너지 57% 절감  

●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

자동화
현대자동차

(김용한)

자동차 시트 폼 

(seat foam) 

제조공정에서의 

CFC 100% 삭제

자동차 시트 폼 제작 시 기존의 

발포제인 CFC 대체 공정 개발

●   오존 파괴 물질인 CFC 미사용으로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

<표 5-3> 환경기술상 청정기술 부문 추천기술 및 개발내용(1995)

<표 5-4> 환경기술 연구개발의 문제점

추진체계 환경 관련 기술을 각 기관별로 종합이나 조정없이 비체계적으로 진행

내용
G7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실용화와 상업성이 강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환경 

기초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흡

여건
교육기관을 통한 환경인력의 대부분은 환경관리인력으로 환경기술 연구 및 개발을 할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 

활동도 저조

관련기능 연계 개발된 환경기술에 대한 평가 및 보급 제도 미비

투자 정부 전체 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2.3%로 선진국에 비해 저조

민간 관심 외국 기술 도입 위주로 진행되어 자체 기술개발 노력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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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술에 총 300억 원을 지원하였다.

5.2.3 청정기술의 고도화(2001~2010)

2001년 국가경제자문위원회는 21세기 차세대 성

장산업으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 및 에

너지기술), CT(문화기술), 즉 6T를 채택하여 집중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ET는 환경오염

을 저감, 예방 및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

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을 포함한다. 

즉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분야 핵심기

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3가지 세부 기

술로 분류된다. 첫째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

거 기술, 폐기물 처리 및 활용 기술 등 쾌적한 환

경 국가 건설을 위한 환경 기반 핵심기술 개발이

다. 둘째는 에너지소재 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 

기술, 연료전지 기술, 수소 생산 이용 기술 등 에

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이 해당된다. 셋째는 청

정 원천 공정 기술 등 청정 생산 핵심기술 개발과 

해양환경관리 기술, 연안 생태계 복원 기술 등 해

양환경기술 개발이 해당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지도를 구축하였다. 이는 선택과 집중 원

칙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활용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산

업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한 후 미래 유망 기술 및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기술 등을 

도출했다. 국가기술지도는 정부 및 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2002년 하반기에 작성되었다. 국가기술지도의 5대 

비전 중 ‘환경 및 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부문에서

는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순환형 사회의 구현

과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

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부의 국가 기술지도와 유사하게 환경부

도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마련하였

출처 : 환경부, 200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명 분류기준

청정 원천 공정 기술

● 미생물전환 공정·건식 세정·초임계 활용공정 기술  

● 청정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공정진단 및 관리개선 기술  

● 청정생산을 위한 공정모사 및 제어기술  

● 환경친화형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전 과정 평가기술 등

환경친화형 소재

(Eco-material) 개발 기술

●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소재(천연소재 포함)  

● 장수명 부품소재 개발  

● 유해 납이 포함되지 않은 납땜 등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 기술
● 염소·phosgene 등 대체 기술, 유해용매 대체 기술  

● 수용성 용매·페인트·무기질 시멘트, 산·알칼리 대체 공정 기술 등

공정내재 자원화

(internal recycle)기술

● 멤브레인을 활용하여 폐수 중의 염료회수 및 재사용  

● 워터 핀치(water pinch) 기술을 사용한 공정 폐수 재사용  

●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타 청정 생산기술 ● 달리 구분되지 않는 기술

<표 5-5> 환경기술의 청정기술 세부 분류

다.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기술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환경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2002년 하반기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여러 부처에서 환경 분야 기술개발을 독립적

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구축될 필요가 제기되었

다. 그 결과 맑고 안전한 공기 프로그램, 국제 환

경문제 대응 프로그램, 친환경 소재 프로그램, 친

환경 공정기술 프로그램, 토양·지하수 복원·관

리 프로그램, 생태계 복원·관리 프로그램, 만족

도 높은 물 프로그램, 오·폐수처리 고도화 프로

그램, 친환경 폐기물 프로그램, 위해성 평가·관

리 프로그램 등 10개의 중점전략기술 개발 프로

그램이 마련되었고, 각각의 기술별 지도가 작성되

었다. 특히 친환경 공정기술 프로그램에서는 크

게 4개의 중점영역, 신공정 개발, 워터 클로스드 

시스템(water closed system) 기술개발, 무배출 공정 

개발 및 유해물질의 공정 내 회수 및 공정수 무

배출을 위한 통합 공정 기술이 소개되었다.

과학기술부는 1999년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국가 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

용하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

는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

중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선진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장기 연구개발 사

업으로 총 16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며, 10년간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청정기술 관련 과제는 폐

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분

리·회수·처리 및 이용 기술개발이 해당한다.

첫 번째로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관련한 연구는 폐PET병, 폐컴퓨터, 폐건전지, 폐

타이어 등의 재활용 등을 다루었으며 폐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궁극적으로 감소시켜 CO2 배출

량 감소에도 일조를 하게 된다.

또한 2002년 연구를 시작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단(CDRS)은 2012년까지 1,392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사업단은 이 기간 

동안 촉매를 이용한 저온나프타 분해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 850℃ 이상의 고

온 나프타 분해공정을 촉매를 사용하여 700℃ 이

하에서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다. 또한 사

업단은 기존의 500배에 이르는 세계 최고 성능의 

이산화탄소 분리용 유기막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수로 발전소 배출가스의 이산화탄

소를 잡아내는 기술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160여 건의 SCI 논문을 포함하여 

13건의 기술실시 계약을 통한 기술 이전 역시 완

료하였다. 기술료 협약 금액은 약 85억 원, 기업화

는 3건에 이르렀다. 특히 세계 1등 기술 5건을 통

하여 SK 울산컴플렉스 내 상용급 데모플랜트가 

2010년 건설되었으며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에 

파일럿 플랜트가 준공되었다. 2009년 해외 다국

적 기업인 Air production에 기술이전을 하여 국내

의 청정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

었다.

5.2.4 청정기술 발전 최근 동향(2010~)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

행되었다. 이 법은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

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한국산업기술발전사

화학

제5장
화공서비스 산업

568 569

개
          관

제
1 장

  일
반
화
합
물
 산

업
제

2 장
  비

료
 산

업
제

3 장
  석

유
화
학
 산

업
제

4 장
  정

밀
화
학
 산

업
제
5
장
  화
공
서
비
스
 산
업

<그림 5-9> CDRS의 연구성과

포집·저장·이용 기술,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 기

술 등이 청정기술 관련 항목에 해당한다.

2012년 종료되는 CDRS의 후속으로 KOREA 

CCS 2020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중 

CDRS는 한국전력과 함께 3세대 CO2 포집기술로 

건식 포집기술을 개발하여 4회 녹색기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 1만 톤급 CO2 포집 저장 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기탄산·합성가스 제

조기술 및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기술, 미세조류

를 이용한 유기자원화 기술 등 CO2 전환 이용기

술 역시 연구되고 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CO2 

전환 기술은 지구상의 생물 중 가장 빠른 광합성 

능력을 가지는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를 고정화하는 기술이다. 고려대학교가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MOU 체결 후 연구하였고 2015년 한

국지역난방공사로 원천기술을 이전하였다.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

할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확정하였다. 총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구분 회사명 기술명 내용

2회

LS산전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의 수요 측면을 구성하는 스마트 미터 및 핵심기기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능동적인 에너지 절감 및 잉여 발전 감소를 실현

삼성전자 친환경 3D LED TV
친환경 LED뿐만이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와 물류, 품질 개선까지 전 부문 친환경 

기술 접목

현대 자동차 경승용 고속 전기자동차
고용량 리튬 배터리와 전기 구동 부품을 개발 적용하여 최고 속도 130km/h, 

주행거리 150km 달성

3회

경동 세라텍 고효율 산업용 단열재 기술 기존의 제품에 비하여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45% 절감

하이레벤 고출력 태양광 기술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낮춰 과열을 방지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겨울철 

제설로 태양광 발전의 출력을 높임

4회 한국전력 친환경 건식 CO2 포집기술
고체 CO2 흡수제를 두 개의 유동층 반응기 사이에서 순환시키면서 CO2를 

흡수하고 분리하여 대기에 배출되는 CO2를 약 90% 포집

<표 5-6> 국가녹색기술대상 주요수상 내용

출처 : KCRC 홈페이지

<그림 5-10> KCRU 내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여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

고자 만들어졌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

후변화, 에너지, 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 확

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국가녹색기술대상

이 제정되었다. 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은 전기

차의 핵심부품인 리튬폴리머 전지 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한 LG화학의 ‘고출력 고에너지 리튬폴

리머 전지기술’이 수상하였다. LG화학은 이 기술

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폴리머 전

지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였다. 긴 수명과 고성능, 

안정성 등을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고가의 니켈수

소전지를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전지 시

장에서 매출 2조 원 달성과 3,000명의 고용 창출, 

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

무총리상에는 현대자동차의 LPi 하이브리드 시스

템이 수상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청정연료를 사용

하여 일반 가솔린 차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41% (68g/kg) 이상 저감하였다. 이 외에도 대

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부문별로 에너

지원,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공간·교통의 녹색

화,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무공해 경제활동 지원

의 5대 분야에 걸쳐 24개 기술이 선정되었다.

또한 청정기술은 2013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3

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

술 기본계획의 5대 분야, 20개 추진과제 중 30개 

중점 국가전략기술에 환경친화 자동차 기술, 태

양에너지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 이산화탄소 

출처 : CDRS 홈페이지

촉매이용 중질 나프타 분해공정 상용화

건식 흡수제 이용

CO2 포집 공정 실증

CO2 포집용 혁신적 

분리막 기술개발

총13건 

85억 원

CO2 이용 HD
제조공정 개발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CDRS 3단계
대표성과

에너지 저감 

3건 CO2 포집 

3건

순산소 

3건

CO2 처리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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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가스와 특수가스

대홍테크뉴 2018. 1. 30. 검색  http://www.dhtechnew.com/DH/
   company/history.html 

두산백과 2018. 1. 30. 검색 SK머티리얼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1248085&cid=40942&categoryId=37713 

우리역사넷 2018. 1. 30. 검색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
   view.do?treeId=0200&levelId=tg_004_266 
   0&ganada=&pageUnit=10

추광호 2010 산업·특수가스 안전관리법 에세이

추광호 2015 산업가스 특수가스총서1, (북랩한국가스신문  2008. 5. 7.) 
  원조를 찾아서/ 특수가스분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6 KIST 50년사 1966~2016

한국 昭和化學品 2018. 1. 30. 검색  http://sdkksc.co.kr

한국전력공사 2018. 1. 30. 검색  http://home.kepco.co.kr/kepco/PR/F/
   htmlView/PRFAHP00203.do?menuCd=
   FN0605030103

Ⅰ가스저널   http://www.igasnet.com

환경 산업 청정기술

김영훈, 이종협,  2001 화학산업의 청정기술 개발, 청정기술학회지 7, p.1-12 청정기술학회

김화용, 이현구 

김영훈, 차순우,  2002 청정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청정기술학회지  청정기술학회

김화용, 이종협  8, p.181-192

김재연, 김남규 2016 청정생산기술 방향과 지역에코혁신 추진전략,  청정기술학회

  청정기술학회지 22, p.316-325 

김재연, 이한경 2016 산업환경·생산안전 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과 담론,  청정기술학회

  청정기술학회지 22, p.316-325

공성용, 이희선, 김강석 2000 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 실행기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2011 미세조류를 활용한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저감공정, 보도자료

국립환경연구원 1999 환경자료집 제2집

녹색성장위원회 2010 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 시상, 보도자료

매일경제 1994. 11. 30. 청정기술 대상 팔마 수상

매일경제 2011. 11. 14. 녹색기술대상 대통령상/ 경동세라텍 고효율 산업용 단열재

매일경제 2012. 11. 29.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대기배출 90% 차단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박원훈 1995 청정기술의 동향, 청정기술학회지 1, p.12-27 청정기술학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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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억 원 을 투자하여 탄소 저감, 탄소 자원화, 

기후변화 적응 등 3개 분야에서 10대 기술을 확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청정기술은 초반에 산업체나 제조업의 청

정생산기술에 집중하였다. 선도기에 접어든 한국

의 청정기술은 미세먼지 제어 및 처리, 약품 없는 

물환경 녹조제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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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화공 서비스 산업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화학’이었고, 그중에서도 가

장 큰 자랑이었던 분야가 ‘비료공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톨의 

요소도 암모니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 이 같이 

참으로 엄중한 사실을 <화학 산업기술발전사>를 준비하며 알게 되

었다. 국제 경쟁력 하락 때문이다. 기술과 경제성은 이렇게 함께 가

는 것이다. 집필자를 물색하여 원고를 부탁하고, 그렇게 써 주신 원

고를 갖고 씨름하며 보낸 2년에 걸친 숙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막바지에 와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초에 포

함하려 하였으나 집필자나 대표 기업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한 분야

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리고 ‘프로세스 플랜트 엔지니어링’처럼 꼭 

포함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한 분야들이 생각나 걸음이 무겁다. 모쪼록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된 <화학 산업기술발전사>가 화학공업 분야

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갈구하는 사람들 특히, 화공인들에게 ‘우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화학 산업기술발전사>의 편찬위원으로서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 

종사하는 화공인의 한사람으로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4위의 화학강국

이 된 대한민국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새삼 들었

편

찬

후

기

편찬위원장

추지석

편찬위원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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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을 어떻게 엮어낼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기술도입, 기술체화, 

기술선도화 등 기술 위주의 발전사로 엮는 방향이 좋겠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어느 길도 쉬운 게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지난한 과정

에 무한한 도움을 주신 국내 22개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린다. 특히나 초창기 불모지 토양에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

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원로 석유화학 선배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왠지 모를 사명감도 느꼈다. 그분들이 석유화학 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것, 그 질곡의 길을 견뎌낸 개척정신은 모

든 석유화학인들은 본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사업은 나름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스스로 기술개발의 중요성

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적 확대에 투자를 집중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신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한편 무겁다.

2년여에 걸쳐 추지석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들과 함께한 <화

학 산업기술발전사>의 편찬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분야 선정에서부

터 원고 청탁, 수합, 윤문작업을 거쳐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은 대학

교에서만 있던 나에게는 생소하고 잘 몰랐던 산업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석유화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간접 경험도 없는 나에게는 우리나라 화학 산업 특히, 초창기의 어

려움을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하

여 들을 수 있던 열 분 원로 선배들의 생생한 증언이 내게 많은 것

을 알려 주었다. 이 책의 목표대로 화학 산업계의 분들은 물론, 관

심 있는 모든 분들이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여러 선배 기술인

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화학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빠진 많은 분야들도 포

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동안 힘써 주신 산업

계의 집필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편찬위원

김화용

편찬위원

남장근

편찬위원

박홍식

<화학 산업기술발전사> 편찬위원 중 유일한 문과(상경계) 출신인 본

인은 이 책자의 ‘총론 개관’ 부분에서 대표 집필을 맡았다. 낯설고 

난해한 전문용어와 씨름하며 여러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듣고 배운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원로 화학

기업인들의 인터뷰는 새삼스럽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산업

화 초창기의 척박한 토양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토대를 구축한 창업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분들의 각고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중국 역대 황제 중 최

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당(唐) 태종 이세민(李世民)은 “창업보다 수

성(守成 : 이룩한 사업을 잘 지켜 보존한다는 뜻)이 더 어렵다.”고 설

파한 바 있다. 이제 ‘수성’은 오롯이 현업에 종사하는 화학기업인들

의 몫이다. 작금 우리나라 화학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숱한 도전 과

제에 직면해 있는바, 산·학·연·정이 혼연일체로 합심 협력하여 종

전의 양적 팽창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 위주로 우리나라 화학 산업

이 또 한 번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를 기원한다.

<화학 산업기술발전사>는 산업현장의 기업관계자, 기술개발자, 연구

계·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리나라 화학 산업기술

의 발전·변천 과정을 소개하여 산업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새로운 혁신 동

력을 찾도록 하자는 목적 또한 둘째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의 독

자가 될 이들에게 제공할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편찬 작업에 

임하였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패로 나뉘어 각기 다

른 가락을 부르는 합창(合唱)이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려면 소통

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의 독자들에게 감격스러운 역사

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선구자 열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 방식을 채택한 이유도 그런 기

조에서 출발하였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개척한 도전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산에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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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그 나무와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뿐만 아

니라 그곳의 기후와 토양과 역사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화학 산업기술발전사>가 그런 입체적 사고의 단초

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소중하게 쓰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편찬위원으로 지낸 지난 2년 동안 화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벅

찬 시간을 보낸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다. 충주비료 울산석유화학단

지, 여천석유화학단지, 서산석유화학단지를 순서대로 이어가며 현

대 산업화 과정에서 선배님들의 집념과 그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보

고자 하였다. 선배님들과 마주할 때마다 나태에 젖어 그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죄송

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그때는 뵙기 어려웠던 선배님들과의 만남

은 좋은 기록이 될 것 같다. 당시의 열정이 아직 생생하고 우리 화

학공업에 대한 애정이 오롯이 전해온다. 불가(佛家)의 한마디 인용

한다.

“보아라,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난다(看看平地波導起).”

편찬위원

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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