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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장비 제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

계 각국도 장비 고도화 정책을 발표하며 제조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글로벌 선도 

장비 기업들에 비해 국내 장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장비 시장은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나 진입 장벽 또한 높다. 극도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동종 업종

에서의 축적된 경험, 판매 실적과 같은 Reference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검증 되지 않은 업체가 기회를 잡

긴 어려운 시장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장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공통된 특징을 보여왔다. 먼저, 선도 기

업들은 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Reference를 인정 받았으며, 대부분 

산업 태동기에 진입하여 ‘선발자의 이점’을 이용해 입지를 구축하였다.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Reference 확보

를 중요시하는 공통된 패턴을 보였다. 높은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고객 기반과 Reference를 갖춘 브

랜드를 인수하거나, 자체 생산 현장에서 충분한 Pilot Test를 통해 Reference를 만든 후 외부 판매로 확산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장비 시장의 선도 기업들은 최근 장비 이외에도 IT 솔루션, 설계/엔지니어링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종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토탈 솔루션’은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인 변화인 

공장의 스마트화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전문 영역과 시장 선점 그리고 브랜드 인수를 통해 성

장했으며, 미래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탈 솔루션’ 역량 또한 갖춰나가고 있다. 국내 장비 기

업들도 경쟁력이 강한 산업 영역에서의 공정 노하우, 신흥 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인수 및 제휴를 통해 ‘토탈 솔루션’ 역량을 보완함으로써 글로벌 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기

이다.

장비 제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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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혁신의 Key, 장비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이후 장비 제조 기업(이하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생산 현장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장비는 여전히 기업의 생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

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CPS1와 같이 최근 주목 받는 신개념 공법도 장비 자체의 성능

이나 호환성이 떨어질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독일의 ‘Industry 4.0’과 같은 각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도 장비 

성능 고도화를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장비 기업들의 시장 가치도 빠르게 상승하는 중이다<차트 1 >.

우리나라도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을 발표하며 장비 고도화 촉진과 전문 인력 확

대 등의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

구하고 글로벌 장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 본 고

에서는 글로벌 선도 장비 기업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공 공식과 미래 준비 모습

을 통해 국내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

본다.

1　가상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2016년 이후 장비 제조 기업 가치 크게 상승

‘4차 산업혁명’이 주목 받기 시작한 이후, 장비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선도 기업인 Applied Materials(AMAT)의 주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1% 상승했으나, 

‘4차 산업혁명’이 공론화 된 2016년 이후부터 현재(2017년 11월)까지 약 199% 급등하였다. 마

찬가지로, 공장 자동화 선도 기업인 Rockwell Automation(Rockwell)의 주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6% 증가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02% 상승하였다

Applied Materials Rockwell Automation

`’11 `’12 `’13 `’14 `’15 `’16 ’17 `’11 `’12 `’13 `’14 `’15 `’16 ’17

4차 산업혁명 공론화

11% 상승

199% 상승

102% 상승26% 상승

선도 기업들의 주가 추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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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시장 개요

장비 시장은 PLC2, DCS3, 모터, 기어처럼 생산 라인을 보조하며 공정의 자동화를 돕

는 ‘자동화 장비’와 반도체 공정의 ‘노광’ 및 ‘증착’ 장비처럼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장비인 ‘제조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Technavio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 장

비 시장의 규모는 2014년 883억 달러에서 2016년 989억 달러4로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 자동화 장비의 대표적인 기업은 Siemens, GE, Rockwell, Bosch 등으로 

자사의 자동화 장비와 IT 솔루션(공장 관리 솔루션인 MES5, GE의 Predix, Siemens

의 MindSphere 등의 제조 관련 IT 플랫폼을 통칭)을 결합하여 사업하며 공장 자동

화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제조 장비 시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정밀가공 

장비 등으로 제조 산업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1310억 달러 시장에서 2016년 1320억 달러 시

장으로 시장 자체의 성장성만 보면 크지 않지만 관련 기

업들의 이익률이 큰 시장이다6<차트 2 >. 예를 들어, 최

근 시장의 업황과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 제조 및 제조 

장비 기업의 경우, 반도체 제조 기업 상위 5개 업체의 

2016년 영업이익률 평균은 18.1%7인 반면,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상위 5개 업체의 2016년 영업이익률 평균은 

전방 시장을 뛰어 넘는 21.1% 수준으로 수익성 또한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8. 제조 장

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AMAT, ULVAC, Hitachi 등이 있다. 

이처럼 장비 시장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시장이

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B2B 시장 중에서도 극도로 보

수적인 시장이며, 고난도의 공정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규 업

체들이 새로 진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은 전공정

만 해도 300개 이상의 세부 공정이 있으며. Reference를 통해 검

증된 업체가 아니면 고객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 내에서도 기존 업체 인수를 제외하고는 포트폴리오 확장이 

어려운 시장이다. 또한, 2006년과 2016년 반도체 장비 업체 Top 

5를 비교해 봤을 때, 신규 기업의 진입은 찾아 볼 수 없으며, Top 

2　Programmable Logic Control

3　분산 제어 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

4　Technavio(Global Industrial Control Market 2016-2020)

5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6　SEMI, Display Search, Statista 자료

7　Thomson Eikon 자료 기준 Intel,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Qualcomm, SK 하이닉스, BroadCom의 2016년 영업이익률 평균

8　Thomson Eikon 자료 기준 Applied Materials, ASML, Lam Research, Tokyo Electron, KLA-Tencor의 2016년 영업이익률 평균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순위 3

2006년 2016년

1 Applied Materials Applied Materials

2 Tokyo Electron ASML

3 ASML LAM Research

4 KLA-Tencor Tokyo Electron

5 LAM Research KLA-Tencor

자료 : VLS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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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시장 규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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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 내 기업들도 동일하다<차트 3 >. 이처럼 장비 시장은 고착화 되었으며,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다. 즉, 장비 시장은 고객-사업자간의 신뢰가 매우 중

요해 Reference를 통해 이미 검증이 되지 않은 후발 진입자에게는 특히 만만치 않은 

시장인 것이다. 

3. 선도 장비 기업들의 성공 공식

● 시장이 인정할 만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 시장을 공략

앞서 말한 것처럼 장비 시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 자체의 높은 기술 장벽, 

그리고 보수적인 고객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기술로는 진입하기 어렵

다. 선도 기업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Reference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신만의 기

술, 노하우가 분명한 영역에 진입하여 정착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ULVAC은 1950년대부터 ‘진공 처리 기술’ 기

반의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 올렸

다. 축적된 진공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에는 반도체 장비 사업을, 1990년대

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ULVAC은 2016년 기준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점유율 약 

10%로 5위에 올라있다. Canon도 1930년대부터 현미경 사업을 진행하며, ‘광학 기

술’ 기반의 전문성을 축적 했으며, 1970년대에는 ‘광학기술’ 기반의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에 뛰어 들었다. 노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축적한 Canon은 2017년 1분

기 기준 디스플레이 노광 장비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글로벌 최고 

위치에 올라 있다9. ULVAC, Canon 모두 오랜 기간 진공, 광학 분야에서 기술을 연

구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적용된 장비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또한 많은 선도 기업들이 특정 산업의 태동기에 진입했거나, 특정 국가의 초기 발전 

단계에 미리 진입하여 정착한 모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장비 시장에서는 

고객-사업자 거래 구조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선발자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MAT은 반도체 산업 태동기인 1960년대에 반도체 화학 증착 장비 ‘AMV 300’을 개

발하여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줄곧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2016년 기준 매출 108

억 달러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있다10. 산업용 로봇 기업 

9　Display Supply Chain Consultants(Quarterly Display Capex and Equipment Service, 2017)

10　VLSI Research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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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uc은 글로벌 경쟁사 ABB가 2005년, Yaskawa와 Kuka가 2013년에 중국 현지 

공장을 설립한 것과는 달리 2002년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경쟁사들 보다 먼저 중국 

시장 공략에 뛰어든 결과 증가하는 중국 산업용 로봇 수요에 경쟁사들보다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었다11. Fanuc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에서는 ABB에 뒤져 

있지만12, 2015년 기준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ABB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

를 달리고 있다13. 

● 사업 확장의 관건은 Reference 확보

장비 시장이 지닌 보수적인 특징은, 초기 진입 이후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도 작

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의 사업 확장 전략은 Reference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ference를 확보하는 패턴으로는 이미 고객 기반과 Reference를 갖

춘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자체 현장에서 직접 충분한 Pilot Test를 통해 Reference를 

만든 후 외부 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식 등이 있다.

Siemens의 경우 IT 솔루션을 결합한 공장 자동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근 10

년 동안 18건의 IT 솔루션 기업을 인수하였다. PLM14 분야 선두기업인 UGS를 포함

하여 최근 10년 동안 인수한 솔루션 기업의 인수 당시 업력은 모두 10년 이상으로 어

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들이었다. 즉, Siemens는 이미 고객들에게 

Reference를 확보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수하여 자신의 사업의 즉시 전력으로 사용

해왔다. 결과적으로 Siemens는 경쟁력 있는 IT 솔루션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자동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MindSphere 등을 앞세워 빠른 시간 안에 공장 자동화 분

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15.

미국 공장 자동화 기업 Rockwell은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때 기존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확장하였다. 2007년 유럽 Bio/제약 시장 공략 시, 유럽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아일랜드 회사 ProsCon을 인수하여 진출했으며, 2011년

에는 아프리카 자원 시장 공략 시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업 

Hiprom 인수했다. 이런 방식으로 Rockwell은 현재 5,000개 이상의 글로벌 영업 네

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성공했다16.

이처럼 선도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이나 지역을 개척할 때 그 시장에서 기존의 영향력이 

있던 기업의 인수를 통해 브랜드와 기술을 동시에 획득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장해왔다.

11　Mizuho Bank(China’s Robot Market. 2014)

1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World Robotics Report, 2016)

13　중국로봇산업협회 자료

14　제품 수명주기 관리(Product Lifecycle Management)

15　ARC Advisory Group(Top 50 Automation Companies 2015)

16　Rockwel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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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제조 현장에서 장비와 IT 솔루션을 먼저 사용하여 Reference를 쌓은 후, 

외부로 확장하는 모습도 공통된 패턴이다. ABB의 전신 Asea AB는 1940년대부터 

광산 사업을 전개하며 광산 분야 노하우를 쌓았으며, 에너지, 제철 등 중공업 중심 

생산 현장으로도 확장하였다. 이후 자체 플랫폼을 광물 개발 기업 ‘Boliden AB’에 적

용하며 Reference를 쌓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광산, 로봇 등 유관 자동화 사업 분

야에서 외부 판매에 성공하였다.

Siemens 또한 자동화 장비 및 IT 솔루션을 자체 공장에 선적용하여 암베르크 공장 

등 자체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화 하였다.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BMW, 마세라티 등에 자동화 솔루션을 외부 판매하였으며17, 이후에도 고

객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신규 솔루션을 추가 개발하면서 새로운 사업기

회를 창출 하고 있다.

이외에도, AMAT, Canon 등 일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축적

한 자신들의 사업 Reference를 기반으로, 공정이 유사한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시장으로 하방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역시 고난도 기술 영역에서의 성과를 

Reference 삼아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4. 선도적 기업들의 미래 대비, ‘토탈 솔루션’

최근 선도적 장비 기업들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다. 기존의 장비 영역을 

넘어 ‘토탈 솔루션’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점이다. 많은 장비 기업들이 생산 관리

(MES)와 같은 IT 솔루션 및 설계, 유틸리티, 유지/보수 등의 역량을 갖추고, 고객에

게 라인, 공장 Turn-key18와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PLC 등의 자동화 설비를 보유한 Siemens는 UGS, Elan Software 등의 소프트웨어 기

업들을 인수하며 공장 IT 솔루션 역량을 확보했으며, Pace Global 등을 인수해 리스크 

및 에너지 관리 유틸리티 역량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Siemens는 단순한 솔루션 판

매가 아닌 공장 레이아웃 컨설팅과 같은 Front-Engineering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용접 기기 등의 가공 장비를 판매하는 Panasonic은 Data Collection Systems를 인

수하며 MES 등의 공장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였고, Firepro Systems를 인수하며 안

전 및 보안 관리 등의 유틸리티 역량을 강화하였다. Panasonic은 직접 보유하지 않

은 검사 및 물류 장비 등은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라인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　Siemens 홈페이지

18　열쇠만 돌리면 모든 장비가 작동된다는 뜻으로 장비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끝낸 후 고객에게 넘겨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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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GE, Hitachi, Rockwell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비와 IT 솔루션, 엔지니

어링 등의 역량을 모두 갖춘 후 고객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 내에서 여러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사업이 확산

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IoT 기술이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서 H/W, S/W 간의 호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별 장비의 성능이 중요했다면, 최근의 제조 패러다임에서는 장비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한 원격 조종 및 생산 효율 극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동일

한 사업자가 장비와 솔루션을 함께 다루는 것이 장비 간 호환성에 있어 훨씬 유리하

다. 예를 들어, GE가 제공하는 APM19 솔루션은 Data 분석을 통해 장비 내의 부품 

교체 시기, 설계 변경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예상

치 못한 장비의 고장도 막아준다20. 이는 GE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장비 내의 부품 위

치, 설계 구조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현장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토탈 솔루션’의 가치가 더 높다. 현장에서 다수

의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자로 단순화 시키고 보안 관리를 하는 것이  

정보/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 운영 비용 측면에서

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장비와 IT 솔루션 각각을 별도의 사업자에게 구매한다면 각각의 사업자들에게 모두 

마진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토탈 솔루션’ 역량을 갖춘 단일 사업자와 거래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받고, IT 솔루션만을 장기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등 다양한 가격 모델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GE와 같은 사업자들은 이런 방식

을 활용해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제공 중이다. 

‘토탈 솔루션’은 특히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신흥국 고객들에게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기계가공 장비 기업 DMG Mori를 포함한 선도 기업들은 신흥국의 이러한  ‘토

탈 솔루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공장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5. 시사점

글로벌 장비 시장의 선도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전문 영역과 시장 선점, 그

리고 새로운 브랜드 인수를 통해 성장해왔다. 또한, 변화하는 제조 패러다임에 대응

하기 위해 ‘토탈 솔루션’ 역량 또한 갖춰나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글로벌 선도 기업

들과 국내 장비 기업들의 업력, 역량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후발 

진입자로서 국내 기업들이 참조할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19　자산 성과 관리(Asset Performance Management)

20　G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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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Reference로 통용될 수 있는 우리만의 사업 영역을 찾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전방 산업의 시장 지위 속에 힌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은 전통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한 

영역들이다. 이러한 산업에 적용되었던 장비, 공정 노하우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이러한 영역에서 기술 및 노하우를 축

적하고 발전 시킨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만의 사업 영역을 찾아낸 이후에는, ‘선발자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신

흥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0년 중국과 인도의 디스

플레이 설비 투자 규모는 각각 6조 달러와 1조 달러 수준으로 향후 상당한 수익성을 

창출할 전망이다21. 또한, 모로코,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IT 세트 기업의 설비 투자비를 지원해주거나,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여러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22. 이와 같이 잠재력이 큰 

신흥국 내 설비 투자 기회를 먼저 파악하고,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진입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 모델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탈 솔루션’ 역량을 갖춰야 한다. 중국, 인

도 등의 신흥국 제조 업체들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보다 뒤쳐지기 때문

에 모든 프로세스를 맡아서 제공해 주는 ‘토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장의 설계/엔지니어링부터 장비, IT 솔루션, 유틸리티, 유

지/보수, 컨설팅을 포괄하는 ‘토탈 솔루션’ 모델로 신규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한

다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장비 이외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장비만 판매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선도 기업들과 비교하면 IT 솔루션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기업 인수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인수가 어렵다면 국내외 기업들과의 제

휴를 통해서라도 ‘토탈 솔루션’ 모델을 준비하여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서두에 언급되었듯이 장비 시장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

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

업에서의 글로벌 시장 지위는 확고한 반면, 장비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미

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장비 기업들이 전방 산업에서 축적된 공정 노하

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량을 내재화 할 수 있다면 장비 시장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글로벌 선도 산업이 등장할 잠재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　Technavio(Global Flat Panel Display Equipment Market 2017-2021) 및 Display Search(2017)

22　각 국가 정부 정책 페이지 및 KPMG(Africa Incentive Surve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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