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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 스마트 센서(HS Code 9032)를 특정하기 어렵

고, 일반 센서도 적용 분야에 따라 HS Code가 다르기 때

문에, 수입 통계는 센서 기능이 들어간 일부 제품(HS 

Code 9032,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 

ments and apparatus, 자동 조절용이나 자동 제어용 기

기, 클릭)으로 한정해 수입 통계를 확인했다.

독일 스마트 센서 시장 동향

- 센서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성공 핵심 요소 

- 국제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세계 기술 흐름 및 업계 동향 파악 노력 필요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원 : 해당 기업 홈페이지

스마트 센서 종류 예시

Bosch사 
MEMS Sensor

Sick사 
3D-Lidar Sensor

JUMO사 
Platinum-Chip Temperature Sensor

자료원 : Sensor Technologie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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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사유 
 

센서 기술은 공장 자동화, 사물인터넷(IOT)의 필수 기

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이다. 매우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되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기계·설비, 공정산업,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

보에 핵심 열쇠이고, HS Code 9032 기준 독일 시장 점

유율 0.2%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체
길이, 거리, 경로, 두께, 근접도, 각도, 기울기, 표면, 형태, 위치, 거칠기, 움직임, 속도, 질량 유량, 진동, 가속도, 질량, 
무게, 압력, 모멘트, 높이, 밀도, 토크, 경도, 탄성 계수

액체, 가스 유속, 관류, 유동 방향, 밀도, 점도, 충전 수위, 압력, 진공, 부피

열 온도, 방열, 방사 온도, 열용량, 열전도, 열 쾌적성 

빛 광도, 색상, 빛의 파장, 굴절률, 빛의 편광, 휘도

소 리 강도, 압력, 주파수, 속도, 분극

방사선 방사선 흐름, 방사 형태, 방사 에너지, 방사선 양

화 학
농도, 구성, 반응률, 분자량, 산성도, 산화 환원 전위, 습도, 수분 함량, 결빙, 분진 농도, 입자 크기, 오염, 전기 전도도, 
열전도율, 이온화 정도

자기 및 전기 전류, 전압, 충전, 주파수, 상, 전기장, 자기장, 전력, 전기 저항, 유도계수, 유전 상수, 전기적 분극

기타 필수 요소 시간, 주파수, 수량, 펄스 지속 시간

  자료원 : Sensor Technologien 2022(독일 센서및측정기술산업협회 발간)

센서 측정 대상 변수들(Parameters)

독일 센서및측정기술산업협회(AMA) 회원사 납품 산업

주 : AMA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최대 3개 중복 선택 

자료원 : Sensor Technologien 2022(독일 센서및측정기술산업협회 AMA 발간)

기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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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및 동향 

독일 센서 생산 통계 및 매출 규모는 공개된 정보로

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독일 센서및측정기술산업협회

(AMA Sensorik)는 독일 센서 및 측정기술산업 분야를 

2500여 개사의 제조기업, 종사 근로자 수 25만 명, 연

매출 350억 유로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센서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센서 시장 규모는 매년 5~10%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 1000억 달러에서 2015년 1500억 달러, 2020년 

국가명
2015 2016 2017 증감률

(15/16)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오스트리아 109,631 16.5 97,074 15.8 85,992 14.0 -11.4

미 국 84,690 12.8 72,591 11.8 79,724 13.0 9.8

스위스 71,317 10.8 75,538 12.3 72,471 11.8 -4.1

헝가리 68,083 10.3 57,179 9.3 59,246 9.7 3.6

중 국 27,654 4.2 27,689 4.5 35,954 5.9 29.9

영 국 35,920 5.4 32,016 5.2 32,900 5.4 2.8

이탈리아 42,473 6.4 36,251 5.9 32,486 5.3 -10.4

네덜란드 37,811 5.7 35,411 5.8 29,259 4.8 -17.4

일 본 15,688 2.4 17,275 2.8 27,642 4.5 60.0

프랑스 32,658 4.9 24,811 4.0 23,763 3.9 -4.2

한 국 1,282 0.2 1,297 0.2 1,414 0.2 9.1

기 타 136,437 139,083 131,725 

합 계 663,644 100.0 616,213 100.0 612,577 100.0 -0.6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단위 : 천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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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Sensor Technologien 2022(독일 센서및측정기술산업협회 발간)

세계 산업별 센서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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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고, 센서 개당 평균 판

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최근 3년 수입 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독일의 HS Code 9032 기준 2016년도 수입 총액은 

6억12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오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헝가리이다.

2016년도에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29.9%, 60%로 크게 증가했다. 

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141만 달러로 독일 시장점유율이 0.2%인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경쟁기업(독일)

1) JUMO GmbH & Co. KG 

설립연도 1907 본사 소재지 Fulda

직원 수 2200명 연매출 2억2200만 유로(2016)

주요 기술 산업 및 공장자동화용 다양한 센서 기술 보유

웹사이트 www.jumo.de

참고정보 1907년 온도계 생산으로 사업 시작

2) Sick AG 

설립연도 1946 본사 소재지 Waldkirch

직원 수 7800명 연매출 13억6100만 유로(2016)

주요 기술 스마트 팩토리 핵심 부품인 센서·RFID 기술 보유

웹사이트 https://www.sick.com/de/en

참고정보 작업자 손목 부상 방지 light curtain sensor를 개발 큰 반향을 일으킴

3) Pepperl+Fuchs 

설립연도 1945 본사 소재지 Mannheim

직원 수 5600명 연매출 5억5500만 유로

주요 기술 산업용 센서, 공장 자동화 솔루션 

웹사이트 https://www.pepperl-fuchs.com

4) JENOPTIK AG

설립연도 1990 본사 소재지 JENA

직원 수 3520명 연매출 6억8500만 유로(2016)

주요 기술 레이저 및 재료 가공, 광학 시스템, 산업용 측정기술 등 보유

웹사이트 www.jenopt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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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수입규제, 인증절차                                                                  

- 관세율 : 0%(HS Code 9032 기준)

– 수입규제 : 특별한 수입 규제사항 없음                                  

-  인증절차 및 제도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등 

    시사점

센서는 공장 자동화, 사물인터넷(iot)의 필수 구성요

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업용 센서를 외

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독일 수출은 아직 미

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센서산업이 

취약, 인재 육성 및 관련 기초 산업(스포츠웨어산업 등)

에 투자가 필요하다.

국제 전문전시회(Sensor+Test 2018, 독일 뉘른베르

크) 참가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동향이나 업계 움직임

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제품의 설계, 개발, 

유통, 물류 등 전 생산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첨단 시스템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공장 내 설비와 기

계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하

고, 이를 기반으로 기계들의 능동적 의사결정이 이행됨

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으로 최

근에 등장하였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 동향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의 

시장 규모 가치는 연평균 10.4% 성장할 것이며, 2020

년까지 7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35%를 유럽이 점유하고 있으며, APAC 

1. 전문 전시회 Sensor+Test 2018                  

•전시품목 : 센서, 측정 기술 

•개최장소 : 독일 뉘른베르크 전시장 

•개최기간 : 2018년 6월 26~28일

•웹사이트 : https://www.sensor-test.de

2. 유관 협회(독일 센서및측정기술산업협회, 

    AMA Sensorik)

•기관명 : AMA Verband für Sensorik und        

   Messtechnik e.V.

•본부 : 독일 베를린

•웹사이트 : http://www.ama-sensorik.de

자료원 : Sensor Technologien 2022, 한국센서산업(POSRI), 

Global Trade Atlas,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미국 스마트 팩토리 시장 동향

- 전통 제조업과 비교 시 종합 생산이익률 최대 7배 증가 

- 테슬라·시스코·인텔·GE, 미국 스마트 팩토리의 선두 주자



2018. 2  159

국가가 29%, 미국이 22%를 차지한다.

Forbes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은 산업 생산

(67%), 항공 및 방위(62%)로 분석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운송산업은 50%, 에너지 및 유틸리티산업은 42%로 추

정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 

스마트 팩토리는 2022년까지 종합적인 생산성을 7배 

증가시켜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킬 예정이다. 또 스마트 

팩토리는 완제품의 정시 납품을 13배 가속화할 것이며, 

품질은 1990년에 비해 12배 이상 개선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 비용(CAPEX) 및 재고 비용은 19 

90년에 비해 12배로 합리화될 것이며, 물류 및 운송비

용은 11배의 개선이 예측된다. 

자료원: www.netscribes.com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Rest of World 

US
Europe

APAC Region

14%

29%

35%
22%

자료원 : Forbes

산업별 스마트팩토리 도입률

67%

Industrial 
manufacturing 

Aerospace 
and defence 

Automotive and 
transportation 

Energy and 
Utilities 

Consumer 
goods 

Life sciences, 
biotech, pharma 

62%

50%
42% 40% 37%

자료원 : Forbes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예상 연간 이익률

On-time-Delivery Quality & Scrap Capex & Inventory Material Logistics  
& Transportation Labor Cost Overall Productivity 

 Improvements Since 1990 (CAGR)  Improvements Expected in Next 5 years (CAGR)

13x

5.52%

0.42% 0.44% 0.38% 0.45% 0.53% 0.74%

5.13%
4.60% 4.78% 4.60%

5.04%

12x 12x 11x 9x 7x



160   

스마트 팩토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5년간 세계경제에 500억 달

러에서 15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된다. 또 2022년까지 제조공장 중 21%가 스마트 팩토

리로 재구성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총 부가가치 산출

량과 세계경제 기여도는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가속화되고, 도입

율이 60%에 도달할 때 스마트공장의 총 부가가치 기여

도는 약 15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혁신적 스마트 팩토리 활용 사례 

자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기업과 연결시

켜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 원천을 창출해 나가고 있

다. 또 스마트 팩토리를 기존 사물인터넷의 연장선 개

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기계나 공장에 빅데이터

를 분석해 즉각적인 생산성 개선을 이루어낸다.

시사점

해외 기업들의 전략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향후 

기업명 내            용

- 3DX 시스템을 도입해 다품종 생산·대량생산 기업으로 플랫폼을 전환

- 배터리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전기자동차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원가를 낮추고,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임

- 배터리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및 외부 재료들이 재활용되며, 태양열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인해 비용 절감 가능 

- 최신식 IT 인프라를 도입해 기계들 간의 소통이 발전했으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로보틱스를 

   사용해 자산 운용을 최적화함 

- Cisco IOx 프레임워크를 결합시킨 라우터를 사용해 어디에서나 장비 운영 데이터 수집을 가능케 함

- 공장의 기계들이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생산을 이뤄냄으로써 생산 비용, 폐기물 배출량 및 다운타임의 

   감소를 이루어냄

- 통계 프로세스 제어, 고급 피드 포워드·백 프로세스 제어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토대로 일관된 결과를 제공

- 자동화된 제품 라우팅 시스템을 채용해 병목 현상 해결 및 대기 시간을 감소함

-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제품 주기 시간, 공정 가동 시간, 유지 보수 및 기타 비용 절감 

-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프레딕스(Predix)를 출시했으며, 모든 자산을 데이터화한 후 

   가상공간에 디지털 공장을 구현함

- 16개의 파일럿 팩토리를 적용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일정을 30% 앞당김

-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엔진 정비 및 보수의 최적 시기를 예측하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추가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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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시장 구도 예측과 이들과의 연계 및 협

력을 통해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 

또 국내 스마트 팩토리 도입 시 해외 기업들의 전략

을 참고하되, 반드시 국내 제조업 특성에 잘 부합하는 

차별적인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마트 팩토

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

하다.

아울러 ICT 기반의 생산과정을 통해 최소비용과 시

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며,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불량품 감소 등을 실현시킬 미래형 공장으로 발

전이 예상되며, 인공지능이 결합된 생산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기기들이 스스로 정보를 취합 및 공유하고, 생

성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절감된 에너지와 

비용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인

간 중심의 작업 환경, 개인 맞춤형 제조, 제조 서비스 융

합 등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료원 : Business Insider, Forbes, Netscribes, 각사 홈페이지 및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체자료 및 자료 종합

일본 철강산업 규모, 동향 및 선정 사유 

철강은 산업기계, 자동차, 정보통신기계 등 여타 산업

의 기반 산업으로, 한국은 최근 4년간 일본 기초 철강 

제품(HS Code 72) 제1수입국으로 자리했다. 특히 강판 

[중후판(열간압연)·박판(냉간압연) 등 HS Code 7208, 

7209, 7210] 관련 품목은 전체 수입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에서의 수입이 호조다.

2017년도 철강 내수는 69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 견조하게 추이, 건설용은 도쿄 올림픽 관련,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 재개발을 위한 토목·비주택의 

활황으로 호조, 제조업에서도 견고한 설비투자와 왕성

한 수요가 있어 산업기기 및 전기기기 모두 호조다. 또

한, 자동차 역시 2016년 쿠마모토 지진과 연료 부정 문

제의 영향을 받아 주춤했던 생산량이 국내 신차 생산 증

가 및 해외시장의 활황 영향으로 증가 기조에 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도 산업별 철강 수요는 증가 

추이하고 있다.                       

(건설-토목) 토목공사 수주 전년 동월 대비 공공부문 

35.0%, 민간부문 10.7% 증가했다.     

(제조-자동차) 사륜차 생산 전년 동월 대비 6.4% 증

가로 12개월 연속 증가. 일부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제

품 생산을 국내로 회귀시킴에 따라 미약한 수준으로 증

가가 예상된다.          

일본 철강산업 동향

- 일본 철강시장은 견조 추이하고 있지만, 한국산 기초 철강제품은 수입 시장 최대 비율 점유

- 차세대 자동차 생산 등에 필요한 철강 박판 등의 바이어 수요 대응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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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기계) 범용, 생산용, 업무용 기계 생산지수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로 15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선박) 2017년 11월 수출선 계약량 전년 동월 

대비 2.9배인 99만G/T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수출은,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 확대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급이 안정돼 침체의 요소도 있으나, 

2018년의 세계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될 것

이 예상돼 2017년 수준을 약간 웃돌 예정이다.

한국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수입 동향

한국은 일본의 기초 철강제품(HS Code 72) 1위 수입

국으로, 2017년 1~10월 기준 전체 수입량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34.2%, 2016년도 37.6%, 2017년도 38% 

이상으로 비중이 지속 증가, 한국은 2위 중국과 압도적

인 차이를 보이며 수입 수위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산 후판, 냉연박판류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H형강, 열연박판류도 증가했다.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일본 조강의 77%는 신닛테츠스미킹(NSSMC), JFE 

스틸, 고베제강의 3개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해당 3

사가 철강업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사 체제였으나 2017년 3월초 신닛테츠스미킹(NSSMC)

이 업계 4위이던 닛신제강을 자회사화 하면서 3사 체

제로 재편되었다.

이들 용광로 사업자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축소

가 예상되는 점, 강재의 공급 과잉, 높은 수준의 전력요

금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 재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거점·설비 집약

을 추진하고 있다.

순위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0월 증감률(17/16)

- 전 세계 8,546.3 6,188.1 5,674.7 6,058.6 29.83

1 한 국 3,013.0 2,116.9 2,133.3 2,310.0 31.08

2 중 국 1,704.1 1,139.0 894.2 878.3 17.79

3 대 만 776.0 610.9 573.5 593.0 26.45

4 카자흐스탄 585.9 498.8 416.8 502.7 47.71

5 남아프리카 479.2 332.5 296.2 328.8 46.23

6 브라질 354.3 295.3 274.8 255.9 10.36

7 러시아 274.4 212.6 189.9 219.3 41.07

8 인 도 267.8 192.7 138.4 194.8 78.81

9 말레이시아 24.9 18.8 53.4 107.0 161.53

10 스웨덴 133.8 114.2 102.5 96.7 9.62

주 : 국가 순위는 2017년 1~10월 수입량 합계 기준 정렬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일본 기초 철강 제품 수입동향(HS Code 72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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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품 목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0월)
증감률
(17/16)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압연)

수입량 864 641 631 698
34.29

비 중 61.8 63.6 67.9 70.4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

수입량 489 310 289 352
44.01

비 중 75.4 73.6 72.4 72.1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클래드, 도금 등)

수입량 486 347 370 385
25.13

비 중 66.0 68.7 76.1 71.2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일본의 한국산 강판 품목별 수입동향

수입 규제, 관세율 및 필수 인증 등

(수입 규제) 특별히 없음, (필수 인증) 특별히 없음 

HS Code  품    목    명 기본 세율

7208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

(코드 6자리, 
9자리에 따라) 

3.9% 혹은 4.6%
(WTO협정 하 무세)

7209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0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

7211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

7212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

자료원: 관세청 http://www.customs.go.jp/tariff/2017_1/data/j_72.htm

관세율

연번 기 업 명 기업 개요 특 징

1
신닛테츠스미킹(NIPPON STEEL  

＆SUMITOMO METAL CORPORATION)

- (매출) 4조6328억 엔

- (영업이익) 1142억 엔

- (종업원) 9만2309명

- (조강생산) 4517만 톤

- 일본 내 1위 

-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이 통합

- 닛신제강(Nisshin Steel)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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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일본의 철강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따른 고정자본투자 축소를 배경으로, 수요는 완

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산업이기에 

급격한 수요 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산 

철강제품의 품질 및 가성비가 일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기에, 향후에도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은 견조하게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7년 철강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은 1월 

신닛테츠스미킹(NSSMC)의 오이타 제철소·후판 공장

이 화재사고로 가동을 멈추어, 조선소 등 후판 유저가 

포스코 등으로부터 조달을 늘린 것이 큰 이유였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강판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도 철강 소재 등을 구매해 2차 유저 등에게 판매하는 

용단 도매시장에서 한국 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이 증가, 

거래의 중심이 돼 온 것도 일본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

입 증가 이유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냉연박판류는 자동차 기업의 생산대수 

증가 외에 국내 용광로 사업자의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단압·드럼통 기업용 수입이 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2018년에도 차세대 자동차 생산 등에 필요한 철강 박판 

등의 수요가 바이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해당 

분야 중심으로의 시장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World Steel Association, 일반사단법인 일본 철강연맹, 
미즈호 은행, 스미토모 은행, 철강신문, 바이어 의견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본고는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2
JFE스틸

(JFE Steel Corporation)

- (매출) 2조3491억 엔

- (영업이익) 434억 엔

- (종업원) 6만439명(연결)

- (조강생산) 3041만 톤

- 일본 전역에 4개 제철소 보유

- 산하의 JFE조강은 전기로 일본 내 1위

3
고베제강소

(KOBE STEEL, LTD.)

- (매출) 1조6958억 엔

- (영업이익) 97억 엔

- (종업원) 3만6951명

- (조강생산) 721만 톤

- 철강, 비철, 기계 외 발전사업 확대

- 알루미늄판 글로벌 기업인 미국 Novelis사와 

   한국 울산에 합병회사 설립, 한국을 

   알루미늄 모재 공급 거점으로 함

자료원 : 2018 닛케이 업계지도 기반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일본 철강 기업 Top 3

자료원 : 스미토모 은행 ‘국내소재업계의 동향과 전망(2017년 4월)’

2015년도 이후 용광로 사업자 기업 재편. 생산조정 동향 

시 기 기 업 명 개 요

2015년 4월 신관서제강(Shinkansai Steel Co., Ltd.) 호시다공장의 제강공정 정지

2015년 9월 오사카제강(OSAKA STEEL CO., LTD.) Tokyokotetsu Ltd를 자회사화

2015년 12월 고도제강(GODO STEEL, Ltd.) 토카이를 완전자회사화

2016년 3월 교에이제강(KYOEI STEEL LTD.) 히라카타 사업소 오사카 공장 폐쇄

2016년 3월 오사카제강(OSAKA STEEL CO., LTD.) 오사카 오카지마 공장 제강공정 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