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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실험실 계측기 기술수준과 
"13·5"기간 계획 목표 분석

왕쟈룽(王家⿓)�중국계측기산업협회 실험실기기지회 부비서장

본문은왕쟈룽(王家⿓)�중국계측기산업협회실험실기기지회부비서장이 “2015년중국과학

기기 및 실험실기술 고위급포럼”(2015.2)에서 발표한 「我国实验室仪器技术⽔平及“⼗三·五”
⽬标的分析」�내용을 가공 정리한 자료이다.

과학계측기는정보산업의중요한구성부분으로국민경제,�과학기술,�공공안전,�국방건설촉

진에 큰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자 전략적 산업이다.�과학 계측기는 지식혁신과 기술혁신의

전제이자혁신연구의주요내용중하나이고혁신성과의중요한구현형식이며,�과학계측기의

수준은 한 나라의 혁신능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며,�현재 과학 계측기 연구 및 활용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동시에 실험실 계측기는과학계측기의중요한 구성부분으로활용범위가넓고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실험실 계측기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1. 국외 과학계측기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전략, 추이와 중국의 현황

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과학 계측기의 발전 촉진

선진국들은 과학 계측기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용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과학 계측기 분야에

서 선두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측기 업체의 R&D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

을 마련하고, 기금(NSF, NIH)을 통해 계측기 업체들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에너

지부와 국방부도 매년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위탁계약 방식으로 R&D를 추진하며 수행

기관에 명확한 목표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에 고정밀 과학 계측기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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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자,� 분자 및 화합물 검사계측기:� 다기능화,� 자동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Ÿ 분리,� 분석 계측기:� 다차원 분리 및 분석

Ÿ 생명공학 계측기:� 원위치,� 생체내(in� vivo),� 실시간,� 인라인,� 고민감도,� 고플럭스,� 고선택성

Ÿ 복잡한 화합물 샘플 검사계측기:� 분석기기와 복합이용

Ÿ 환경,� 에너지,� 농업,� 식품,� 임상검사 계측기:� 전용화,� 소형화

Ÿ 샘플 전처리 계측기:� 전용화,� 고속,� 자동화

Ÿ 국방,� 생명공학 계측기:� 집적화,� μTAS(Miniaturized� total� analytical� system)화

Ÿ 산업생산과정 모니터링 분석계측기:� 인라인 분석,� 원위치 분석

Ÿ 계측기 기계부품의 고정밀도 가공,� 소형화

Ÿ 계측기 전기부품의 집적화,� 고착화

Ÿ 계측기 기능부품과 구조유닛의 모듈화

Ÿ 계측기 연구제작에 신규 기술,� 메커니즘,� 소재,� 부품소자 적용

계획을 제정했다. EU는 "FP6(the six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2002-2006)에서 "과학 인프라"(과학 계측기 위주)를 주요 내용의 하나로 다루었다. 영국

과학기술국(OST)은 과학 인프라·과학 계측기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투자비율을 확

정했다. 캐나다 자연과학공학연구이사회(NSFRC)는 "연구도구·계측기·시설 프로그램"

을 실시했다. 선진국들은 첨단 대형 과학 계측기 및 실험시설 R&D와 세계적인 첨단 실험 

인프라 플랫폼 구축을 세계적인 과학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격상시켰다.

중국은 과학 계측기 R&D를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요강"(2006-2020년)에 편

입시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 계측기 산업화를 첨단기술 산업화 전문프로젝트에 

편입시켰고, 과기부는 "과학 계측기설비 연구제작과 개발"을 "11.5" 국가과학기술지탱계획 

중대 프로젝트에 편입시켰다. 2006년에 국무원은 "장비제조업 진흥 가속화에 관한 몇 가

지 의견"을 발표하여 "핵심 정밀 테스트 계측기"를 16대 주요 임무 중 하나로 확정했다. 

"12.5" 기간에 중국은 과학 계측기 활성화를 주요 전략임무로 하여 국가발전 총체적 규획

에 편입시켰다.

나. 과학 계측기 기술 발전추이

현재 과학 계측기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기술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실험실 계측기 기술수준과 "13.5"기간 계획 목표 분석

 3

생명공학, 소재공학,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공공안전공학의 발전 및 신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과학 계측기의 다기능화, 소형화, 초소형화, 자동화, 지능화 등 면에서 혁신이 꾸

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중국의 과학 계측기 발전현황

국책연구과제 실시 및 연구비 강화, 국유경제체제개혁 심화, 민영기업의 급성장 등 요인

에 힘입어 중국의 과학 계측기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수준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9.5"기간부터 "과학 계측기 연구제작과 개발"을 과학기술공관(攻關)프로젝트에 

편입시키고 연구비 투자를 점차 확대시켰다.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 계측기 전문

프로젝트를 배정하고 중국과학원도 과학 계측기 혁신연구 전문프로젝트를 배정했다.

파산위기에 처한 일부 국유 분석계측기 공장들이 구조조정, 소유제 개혁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설립된 일부 민영 분석계측기 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30%를 상회한다. 민영기업의 제품은 중국 국내 

고객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일부는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일부 민영기업은 "9.5", "10.5" 

과학 계측기 공관(攻關)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국의 과학 계측기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현재 중국의 과학 계측기산업은 크게 4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베이징(北京)을 중심으

로 한 보하이만(渤海灣)지역 과학 계측기 산업벨트.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창장델타

지역(長江三角區域) 과학 계측기산업군. 후난(湖南), 충칭(重慶), 우한(武漢)으로 구성된 

중부 과학 계측기 기지. 창춘(長春), 다롄(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역 과학 계측기 

산업화 기지. 선전(深圳)을 중심으로 하는 주장델타지역(珠江三角洲地區).

"9.5"규획이 마무리될 즈음 분석계측기를 중심으로 한 과학 계측기의 국산화율은 30%로 

향상되었다. 과학 계측기 R&D와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급성장단계에 진입했고, 일부 

중저가 제품은 국외 동종제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11.5", "12.5" 기간에 중국의 과학 계측기산업이 큰 발전을 이루고 독자적 지적재산권이 

있는 성과들을 창출했다.

중국은 과학 계측기 시장전망이 밝다. 2006~2015년 과학 계측기 신규구입 금액은 총 

1,000억 위안을 상회할 전망이다(5~7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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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실험실 계측기 발전추이와 현황

가. 천칭

1) 중국의 천칭 현황

천칭은 제품구조에 따라 전자천칭, 기계천칭, 수분측정기 등 천칭 확장형 제품으로 분류

된다.

 

(1) 기계천칭

50여 년 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기계천칭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 현재 중국

의 기계식 수동맞저울(equal-arm balance)은 기술수준, 공법수준, 계량성능이 국제기준

에 적합하고 대량 수출되고 있다. 원칙상 기계천칭은 수입하지 않는다. 향후 기계천칭의 

수직축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전자천칭

중국은 1980년대에 독일 Sartorius, 스위스 Mettler-Toledo, 일본 Shimadzu에서 전

자분석 천칭을 수입하여 국산화를 진행했다. 현재 Sartorius, Mettler-Toledo, 

Shimadzu의 전자천칭에 쓰이는 분동은 전부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다.

전자분석 천칭의 활용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수요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판매량은 6만 대 이상, 그 중 중국 국산 전자분석 천칭은 30% 정도에 그친 반면 

수입제품은 70%(5억 위안 이상)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기업들

은 연구기관, 대학교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전자분석 천칭 기술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0.1mg까지 칭량 가능한 전자분석 천칭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다.

중국기업들은 다양한 고급기능을 지원하고 온도범위가 넓으며 전자동 내부교정이 가능

한 전자분석 천칭을 개발해냈다. 상하이량핑계측계기회사(上海良平儀器儀表公司), 후난

샹이천칭계측기(湖南湘儀天平儀器), 선양룽텅전자회사(沈陽龍騰電子公司), 창사샹핑계측

기회사(長沙湘平儀器公司)에서 생산하는 전자분석 천칭은 모든 기본기능을 액정화면에 표

시할 수 있고 수작업으로 외부교정 및 내부교정이 가능하다.

 

2) 발전방향과 목표

(1)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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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분석 천칭은 향후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성능 향상: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각 업종의 천칭 계량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능 다양화: 전자분석 천칭은 고정밀도 칭량 기능 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고급

기능을 지원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직관적이고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중국어 매뉴얼로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매뉴얼을 보면서 복잡한 코드로 설정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해

소했다.

지능성 향상: 작업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 및 표시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타 

장치 및 컴퓨터와 연결되어 복잡한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한다.

적응성 향상: 전자분석 천칭의 작업환경 적응성을 향상시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상적

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2) 목표

현재 중국의 제5세대 전자분석 천칭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수입대체가 가능하다.

중국은 연간 전자천칭 시장규모가 5억 위안에 이르지만 중국 국산제품 점유율은 3분의 

1에 그친다. 시장개발과 응용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국산 전자

천칭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2로 늘리는 것이 천칭업종의 목표이다.

 

나. 원심분리기

1) 중국의 원심분리기 현황

현재 중국에서 110여개 원심분리기 생산업체들이 4대 시리즈, 5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

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생산한 실험실, 의료보건, 제약업종에 쓰이는 일반 원심분리기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원심분리기 기술을 중요시했다. 원심분리기는 한때 국가과기위원회

에서 일괄관리하던 23종의 대형 과학 계측기 중 하나로, 국가과학기술공관 프로젝트에 두 

차례 편입되었다. 몇 년 전에 루자시(盧嘉錫) 등 20명의 원사들이 국무원에 제출한 "중국 

계측계기산업 진흥에 관한 제언"에서 열거한 60건의 제언사항 중에 30번째는 원심분리기

이다. 2004년 7월 과기부와 상무부가 공동작성한 "외국인투자 권장 첨단기술제품 목록"에 

"초고속 원심분리기 (100,000 r/min 이상)"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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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심분리기 R&D 비용 및 인적투입(누계)은 세계 1위이다. 중국은 실험실 원심분

리기 특히 고속 원심분리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했고 그 중 대부분은 산업

화 실현했다. "12.5"기간에 중국의 원심분리기 업종이 큰 발전을 이루었다.

2) 실험실 원심분리기의 산업화

실험실 원심분리기는 생물학, 의학, 농학, 바이오 공학, 바이오 의약 등 분야의 과학연

구와 생산에 필수적인 장치이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전국과학연구개발규획과 중

국계측계기발전규획에서 실험실 원심분리기를 기업의 중점 연구제작개발 사업에 편입시

켰다. 고속 원심분리기와 회전자 연구 사업은 후난계측계기총공장(湖南儀器儀表總廠, 현 

샹이그룹[湘儀集團])에서 수행하고, 회전자와 응력분포 연구 사업은 저장대학(浙江大學)

에서 수행했다. 이와 동시에 영국 MSE 고속 원심분리기를 도입했다. 1980년대 초에 후난

계측계기총공장은 일본 TOMY의 고속 냉동원심분리기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고속 원심분

리기와 회전자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독자적으로 고속 원심분리기를 생산했다. 1980년대

에 창사과학계측기연구소(長沙科學儀器研究所)는 해당 기업들과 함께 원심분리기 수입현

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한 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미국 

BECKMAN로부터 대용량 혈액 원심분리기를 도입하고 양산화를 개시했다.

중국은 1980년대에 실험실 원심분리기 산업을 형성, 외국기업의 독점을 종식시키고 저

속 원심분리기, 고속 냉동원심분리기, 대용량 원심분리기를 양산화하여 시장수요를 충족

시켰다. 현재 후난, 상하이와 베이징에 실험실 원심분리기 생산거점이 형성되어 있다. 

3) 중국의 주요 원심분리기 기술수준

(1) 초대용량 냉동원심분리기

샹이그룹은 BECKMAN 대용량 냉동원심분리기를 도입한 후 10년간의 노력을 거쳐 원심

분리기 독자혁신에 성공했다. 샹이그룹의 원심분리기는 1회 분리 가능한 샘플의 양이 

BECKMAN의 2배에 이른다. 다단 충격흡수 기술을 채택하고 주파수변조 모터에 선진적인 

벡터기술 적용했으며 본체에 다중 보호조치를 적용했다. 마이크로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

어하는 대화면 액정표시장치와 프레온 냉매가 없는 압축기를 장착했다. 동종제품 중 세계 

상위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멕시코 등 나라에 수출하며 OEM 방식으

로 BECKMAN 원심분리기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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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 냉동원심분리기

샹이그룹은 일본 TOMY 고속 냉동원심분리기를 도입한 후 국산화 및 독자혁신을 실현

했다. 계측기는 전자동 헤드회전 인식 시스템, 대화면 액정표시, 본체와 회전자 작동 파라

미터 자체설정, 자동저장, 회전자 사용수명 자동계산, 알람, 프레온 프리 압축기를 적용했

고 동종제품 중 세계 상위 수준을 확보했다.

(3) 데스크톱 고속 냉동원심분리기

중국은 데스크톱 냉동원심분리기 신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TGL20MC 데스크톱 

냉동원심분리기는 수입대체가 가능하다. 주파수 변조 모터, 프레온 프리 압축기, 전자동 

잠금 및 알람 시스템, 다중 보호조치, 32비트 ARM 마이크로프로세서, 대화면 액정표시, 

CANRS-485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원심분리기 간 연결, 회전자 인식기능, 32개 프로그램 

저장 W2dt 디스플레이 제어기능, 단계별 분리 기능을 지원한다. 회전 시스템은 스프링 슬

리브 조립해체 회전자를 채택하여 중복 위치확인 정확성, 회전자 조립해체 편의성, 분리과

정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4) 발전방향과 목표

중국은 초고속 원심분리기의 국산화가 미흡하여 최근 수년간 중국의 초고속 원심분리기 

수입액은 17억 4,700만 달러(약 100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은 초고속 원심분리기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기술의 발

전과 더불어 초고속 원심분리기 수요가 더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발전방향과 목표는 다음

과 같다.

(1) "13.5"기간에 초고속 원심분리기 생산능력 확보. 3-5년 내 3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

체능력 확보.

(2) 초고속 원심분리기 기술의 발전은 중국 원심분리기 업종의 기술수준 향상에 유리

(3) 원심분리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원심분리기 시장조사 실시

   -  합리적인 원심분리기 및 초고속 원심분리기 R&D 전략과 체계 마련

   -  응용기술 개발 추진

   -  원심분리기 안전기술표준 제정, 중국 국산 원심분리기 작동의 정확도와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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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분석기

현재 열분석 기술은 물리, 화학, 화학공업, 석유, 비철금속, 지질, 건축자재, 섬유, 플라

스틱, 고무, 유기, 무기, 저분자, 고분자, 식품, 지구화학, 생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1) 중국의 열분석기 현황

1969년에 베이징광학계측기공장(北京光學儀器廠)에서 중국 최초의 열 분석기를 생산했

다.

중국산 열 분석기는 초기의 기계식 기록기 제어 방식에서 지능형 마이크로컴퓨터 제어 

방식을 지나 지금은 일체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열 분석기 기능은 단일기능에서 복합기능

(DTA-TG, TG-DAT-DTG 등)으로 변화하고, 소형화 및 신뢰성, 안전성, 조작 편의성, 

미관성 향상 추세를 보인다.

"11.5"기간에 "레이저 열전도율 측정기" 연구제작을 완성했고 열분석/질량 스펙트럼, 열

분석/크로마토그래프 복합이용 계측기 연구제작을 추진해 열분석 복합이용 기술을 확보 

및 보급시켰으며 중국에 시급히 필요한 열 분석기 신제품 개발과 생산을 추진했다.

현재 중국기업들은 마이크로컴퓨터 시차열 천칭, 마이크로컴퓨터 시차열분석기, 마이크

로컴퓨터 시차열 팽창계, DSC 스캐닝 열량계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열 분석기는 대부분 수평식 천칭을 기본구조로 한다. 베이징 광학계측기공장은 

기존 열 분석기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FRC-1 열 분석기 개발에 성공했다. FRC-1 열 분

석기는 LabVIEW 측정제어 S/W를 이용해 중국 국산 열분석기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

켰다. 열 분석기 센서, 시차열 측정, 열중량 측정, 데이터 처리,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 

측정제어 S/W 등을 개선했다. 2007년 3월 양산화한 FRC-T 열 분석기는 가상 계측기 기

술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채택하여 특정 모형과 규칙 구성, 삽입 및 최적화

를 실현했다. 가상 계측기 환경에서 지능 테스트 분석방법 통합 및 시스템 모듈화 설계, 

그래픽화 디스플레이 및 지능화 분석처리를 실현했다(지능화 곡선 분석처리, 미량화·복

합이용·고속 전환 제어 및 분석, 가열속도 자동조절제어, 온도교정범위 확대 등 실현). 

임베디드 고속, 절전, 고집적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핵심으로 한 시스템, 고정밀도·고

신뢰성 센서 시스템, 디지털 통합제어 측정시스템 등을 설계하여 샘플링 정밀도와 속도, 

시스템 안전성, 신뢰성과 통합도, 간섭방지능력을 향상시켰다. FRC-T 열 분석기는 제5회 

CISILE(중국 국제 과학 계측기·실험실 장치 전시회) 독자혁신 금상을 수상했고, 창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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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안계측기유한공사(长沙开元仪器有限公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5E-CH2000 탄화

수소 분석기는 제5회 CISILE 독자혁신 은상을 수상했다.

열분석기 중에서 발열량 분석기는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이다. 에너지산업 특히 석

탄 분석에서 발열량 분석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중국에는 5개 시리즈, 30종에 

가까운 제품이 있다. 중국기업이 생산한 5E 시리즈 발열량 분석기는 세계적 수준에 근접

했고 EU, 인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

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열 분석기 업체 특히 민영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기업으로

는 상하이천칭계측기공장(上海天平儀器廠), 창사카이위안계측기유한공사, 창춘비철금속

시험기공장(長春非金屬試驗機廠), 청더계측기공장(承德儀器廠), 단둥계측기공장(丹東儀

器廠), 베이징헝주과학계측기공장(北京恒久科學儀器廠), 베이징보위안정밀과기발전유한

공사(北京博淵精準科技發展有限公司), 베이징진신정디지털과기유한공사(北京金信正數碼

科技有限公司), 그리고 중외합자기업과 외국인단독투자기업들이 있다. 제품으로는 시차

열 천칭, 시차열 분석기 시리즈, 열천칭, DSC 스캐닝 열량계, 시차열 팽창계 등이 있다. 

DTAS-3 전자동 수평식 시차열 분석기는 베이징보위안정밀과기발전유한공사가 독자적으

로 개발한 중국 최초의 수평식 열분석 제품이다.

2) 외국기업과의 격차

(1) 외국기업과 큰 격차 존재

주요 경쟁사로는 독일 NETZSCH, 일본 Ricoh, 미국 TA(이전에 미국 Dupont의 계측기 

사업부) 등이 있다. NETZSCH는 1873년에 Tomas Netzsch Chinstian Netzsch 형제가 

설립한 세계적인 열분석기 메이커로 1952년에 DTA 열분석기를 처음 출시했다. 시차주사 

열량측정기(DSC), 열중량 분석기(TG), 동시작동 열 분석기(STA), 열팽창계(DIL), 동적 

열기계분석기(DMA), 열기계분석기(TMA), 열분석과 적외선/질량 스펙트럼 복합이용

(TA-FTIR/MS) 등 다양한 열분석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TA, Ricoh 등 세계적인 열 분석

기 메이커들은 중국에 합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딜러를 두고 중국 열 분석기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중국은 열 분석기 연구역량과 투자 역부족

일부 대학교와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적시에 상품화하지 못하고 응용기술 개발능력이 

역부족이다. 시차주사 열량측정기, 열기계분석기, 대학교 실험실용 시차열 분석기,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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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계분석기, 열전도율 측정기, 열팽창계 융점측정기, 열분석 복합이용 장치 등의 상품

화가 미흡하다.

발열량 분석기 분야에서는 창사카이위안계측기유한공사가 선두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기술난이도가 높은 열 분석기 분야에서는 중국기업의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황이

다. 향후 NETZSCH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중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3) 발전방향

기술의 발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열 분석기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시장수요가 활발하므로 단기내 최신 제어기술과 첨단 분석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신기종 연구제작. 열분석기 성능 향상. 유닛화, 시리즈화 및 범용화. 복합이용기술 

채택. 첨단기술 집적. 컴퓨터 통신 및 네트워크와 결합, 융합 및 측정제어 S/W 기술 중요

시.

(2) 열 분석기 표준화, 통합화, 초소형화, 지능화. 첨단기술 집적. 계측기 네트워크화 

및 측정제어 S/W 개발 강화

4) "13.5" 기간 목표

"13.5" 기간에 종합 발열량 분석시스템, 열전도계수 측정기, 열전도율 측정기-열류계

법, 열저항측정기, 휴대식 열전도율 측정기(열전도계수 측정기), 열전도분석기, 특수용도 

열전도율 측정기, 열류법 열전도분석기, 유체 열전도계수 측정장치, TGA 열중량분석기, 

열중량분석기, 시차열 중량분석기, 전자동 열중량분석기, Rubotherm 고압 고진공 열중량

분석기, 동시작동 열분석기, 고온 DSC/TGA/DTA, 종합 열 분석기 시리즈, 시차열 열중량 

복합이용 측정장치, 열중량분석기/동시작동 열 분석기, 고온 동시작동 열분석기, 96 line 

다기능 열 분석기, 고무 동적 압축열 측정기, Q 시리즈 정적 열기계분석기, 첨단 동적 열

기계분석기 DMA+100, 온도제어형 동적 열기계분석기, DMA 동적 열기계분석기, 일용 세

라믹 열안정성 측정기, 동적 열기계분석기, 500N 동적 열기계분석기 DMT, 첨단 동적 열

기계분석기 DMA+150, 열기계분석기TMA813, 열기계분석기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능 및 성능지표, 가성비 분석을 통해 중국에 시급히 필요한 열분석기 제품을 적정한 

선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연구 성과 중에서 차별화 우위가 있고 국제경쟁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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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연환경시험:� 전형적인 자연환경시험(대기,� 물,� 토양),� 태양복사노화시험,� 전형적인 열악한

자연환경시험,� 전형적인 자연환경 가속시험 등

Ÿ 사용환경시험:� 각종 실내 사용환경시험,� 각종 실외 사용환경시험,� 산업환경시험(화학산업환

경,� 비철금속 산업환경,� 에너지산업환경 등),� 특수환경시험(전자기환경,� 우주공간환경 등)

Ÿ 시뮬레이션 환경시험:� 실험실 내에서 제품 또는 샘플의 저장,� 운송 및 각종 사용 환경 파

라미터와 환경 열악도를 시뮬레이션하여 일정한 시험방법 또는 시험절차에 따라 제품(샘

플)� 가속시험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

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 상품화하고 열 분석기 응용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해양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환경시험장치

기술의 발전, 제품 사용지역의 환경조건 다양화와 더불어 제품의 환경적응성 시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환경시험은 제품의 환경적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우주항

공, 방위산업, 전기공학, 전자, 석유화학, 전기기계장비, 석유화학공업, 비철금속, 교통, 

가전,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환경시험은 전형적인 자연환경시험, 사용환경시험, 시뮬레이션 환경시험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전처리, 초기시험, 조건시험, 회복 및 최종시험 등 전 과정을 포함하며, 제

품 연구제작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러한 시험은 제품의 환경적응성 확보, 향상 및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시험에서 고려해야 하는 환경요인으로는 기후환경, 기계환경, 전자기환경, 운송환

경, 우주항공, 해양환경, 각종 특수 환경요인 등이 있다.

환경시험항목은 기후(저온, 고온, 습열, 온도변화, 고기압과 저기압, 강우, 빙설 등), 부

식성 기체(염수분무, 산업부식, 오염기체,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 태양복사, 전자기복사, 

모래먼지, 곰팡이, 기계시험(진동, 충격, 충돌, 추락, 가속도 등), 다요소 종합시험(온도와 

기압, 온도와 진동, 온도·습도·비·눈·바람과 태양복사 등) 및 기타(발화위험, 밀봉, 

용접, 인출 강도, 세척제 침지 등)를 포함한다.

환경시험 기술은 물리, 화학, 생물, 기상, 대기물질, 기계, 전기공학, 전자, 소재, 구조 

및 공간기술 등 다양한 학과와 관련된다.



중국의 실험실 계측기 기술수준과 "13.5"기간 계획 목표 분석

12

1) 중국의 환경시험장치 현황

중국은 1960년대에 환경시험장치 산업을 형성했다. 1970년대까지는 구 소련의 환경기

술을 보편적으로 활용하여 온도습도 시험상자, 염수분무 시험상자, 곰팡이 시험상자 등 

단일요소 환경시험장치를 주로 생산했다.

1990년대에 국외 제품과 기술 도입, 합자기업 설립을 통해 모방제작, 자체설계 등 단계

를 거치면서 중국의 환경시험장치 설계제작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중국은 범용, 중소형 환경시험장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다. 단일요소 

환경시험장치 뿐만 아니라 다중요소 환경시험장치와 특수 환경 시험장치도 생산이 가능하

고 자동화 제어수준 및 제품 외관은 국외 제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중국에는 환경설비 연구제작 및 생산 전문업체가 100개를 넘으며 대표기업으로는 

광저우ESPEC시험장비유한공사(廣州ESPEC試驗設備有限公司), 상하이ESPEC시험장비

유한공사(上海ESPEC試驗設備有限公司), 상하이쩡다시험장비유한공사(上海增達試驗設備

有限公司), 충칭인허시험장비유한공사(重慶銀河試驗設備有限公司), 충칭쓰다시험장비유

한공사(重慶四達試驗設備有限公司), 청두이화톈위시험장비유한공사(成都易華天宇試驗設

備有限公司) 등이 있다.

2) 발전방향

(1) 환경시험장치는 단일 환경요소 시뮬레이션에서 다중 환경요소 시뮬레이션으로, 정

적 시뮬레이션에서 동적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한 제어에서 마이크로 컴퓨터 전자동 제어

로 전환하고 있고 "속도 향상, 성능 제고, 비용 절감"이 발전방향이다.

(2) 환경요소 시뮬레이션 정밀도 향상: 현재 태양복사 시뮬레이션 광원은 주로 크세논 

램프를 사용한다. 크세논 램프 스펙트럼과 태양 스펙트럼이 근접하지만 스펙트럼 상의 일

부 포인트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일부 소재 샘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외국기업들은 새로운 광원을 적극 발굴하는 중이다. 크세논 램프의 광도 제어는 포인

트 제어에서 스펙트럼 제어로 전환 중이다.

(3) 신규 제어기술 채택: 터치스크린 기술, PLC 기술, 필드버스 기술 등 컴퓨터분야 신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4) 실제 환경에 더 근접하는 종합시험상자: 진동시험상자는 온도·습도·진동 시험상

자와 온도·습도·저기압·진동 시험상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차원 진동 시험상자도 사

용하고 있다. 부식 시험상자는 단일 부식 시험상자에서 순환 부식 시험상자(부식-습열-

건조-부식)로 전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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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 종합 전용장치: 다양한 업종의 수요에 맞추어 대형 종합 전용 환경시험시설을 

연구제작하고 있다. 미국 CSZ, ATLAS, 일본 ESPEC, 독일 WEISS 등 외국기업들은 온도, 

습도, 중력, 기압, 모래먼지, 부식, 곰팡이 등 자연요소와 폭발충격, 전자기 간섭, 진동 

등 비자연요소를 포함해 다양한 환경요소 시험이 가능한 환경시험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6) 환경시험장치 응용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식품, 보건, 해양경제, 환경보전산업을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양경제, 식품산업, 환경보전에 신형 환경시험장치 필요

  - 응용기술 개발 강화

  - 신기술과 신소재 연구 추진

  - 환경설비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설비의 에너지 소모 절감

3) "13.5" 기간 목표

세계 곳곳에서 중국산 제품을 볼 수 있고 지역별로 제품의 환경적응성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데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환경적응성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주항

공과 방위산업기술을 더욱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시험 및 시험장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중국의 환경시험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 전기영동기

전기영동기는 주장치와 보조장치로 구분된다. 주장치는 전기영동기 전원, 전기영동기와 

부속품을 지칭하고 보조장치는 전기영동 관련 장치를 지칭한다.

1) 중국의 전기영동기 현황

중국은 전기영동기 기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

영동기(조)를 전부 수작업으로 접합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금형을 사용한다. 중국기업들이 

생산한 일부 전기영동기 제품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기업들은 젤 이미지 분석 시스템, 광밀도 계측기, 유전자 증폭장치, 자외선 분석기, 

피펫 등 다양한 전기영동 관련 계측기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거나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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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공동연구도 추진 중이며, 일례로 베이징류이계측기공장(北京六壹儀器廠)은 대

학교와 손잡고 분리식 등전기초점화 전기영동장치를 개발해 중국의 프로테오믹스학

(proteomics) 발전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해 기여했다.

중국기업이 생산한 전기영동기 기술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제품은 분자생물학, 식품

화학, 약화학, 환경화학, 의학, 법학, 생명공학 기술 연구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2) 발전방향과 "13·5"기간 목표

(1)기초이론 연구를 강화한다. 농업공학, 해양공학, 의료보건, 생명공학 분야 응용과 개

발을 촉진시킨다.

(2)첨단 전기영동장치를 개발한다. 다양한 검사항목을 지원하는 자동화·소형화·고속 

전기영동장치를 공급하여 복잡한 실험과 의료기관의 임상검사 수요를 충족시킨다.

(3)조작 편의성과 내구성, 자동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4)응용기술 개발을 강화하며 가격이 합리적이고 고효율, 실용적인 생명공학용 전기영

동장치를 개발한다.

바. 음향계측기

1) 중국의 음향계측기 현황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음향계측기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당시 대표기업으로는 헝

양계기공장(衡陽儀表廠, 현 헝양헝이전기유한공사)과 장시훙옌계측기(江西紅巖儀器)가 

있었다. 현재 중국은 소음측정을 중심으로 음향계측기 업종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고 환경소음측정 분야에서 비교적 완비된 생산체계와 표준을 확립했다.

중국은 환경소음 모니터링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환경소음 모니터링장치 분야에서 비교

적 빠른 발전을 이뤄냈다. 헝양계기공장의 경우 1978년에 중국 최초의 정밀 소음계를 개

발해 당해 전국과학기술대회 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중국은 환경소음 모니터링장치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고 제품 

성능과 안정성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적분평균 소음계, 다기능 소음계와 

실시간 분석 소음계가 있고 등가연속 소음도, 소음노출도, 24시간 주야간 소음도, 옥타브 

소음도, 주파수 분석 등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제품에 사용된 기술도 아날로그 기

술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혼합방식을 거쳐 풀 디지털 기술로 전환했고, 소음측정 계측기와 

분석 시스템에 컴퓨터 기술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소음측정 계측기 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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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산 소음측정 계측기는 중국의 환경소음측정 및 

일부 모니터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성(省)급 이하 환경 모니터링센터의 환경소음측정

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한 일반 음향계측기는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종합 테스트 계측기는 

세계적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다.

환경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의 응용을 보면, 중국에서 이미 구축한 환경소음 모니터링 시

스템은 거의 모두 수입 장비시스템과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기술수준을 보면, 중국 국산 환경소음 모니터링 계측기는 대부분 단일 소음측정 계측기

(시스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력이 미흡해 환경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고, 중국의 도시 환경소음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중국의 소음 모니터링 계측기 생산업체들은 주로 대학교와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제

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만의 강점과 특징을 점차 형성했다. 기업이 스스로 개

발을 하는 경우가 적고 자금·인적 투자가 적은데다, 대다수 기업들이 동일 수준의 제품을 

중복 개발하므로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표기업으로는 헝양헝이전기유한공사(衡陽衡儀電氣有限公司)가 있다. 이 회사에서 생

산하는 소음측정 계측기는 환경소음, 기계소음, 직업병 예방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측정용 마이크로폰 제조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현재 측정용 

마이크로폰 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영국에 수출하고 있

다. 중국의 창정(长征) 시리즈 로켓도 이 회사의 소음측정 계측기를 사용했다.

헝양헝이전기유한공사는 "국가 과기형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젝트"인 고소음 부식방지

마이크로폰 연구제작을 이미 끝내 현재 검수단계에 있다. 중국 최초로 개발된 이 제품은 

수입대체가 가능하고 중국의 음향계측기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다.

2) 발전방향과 목표

소음 모니터링 기술은 수작업 모니터링을 위주로 하고 부차적으로 자동 모니터링을 하

던데서 자동 모니터링을 위주로 하고 부차적으로 수작업 모니터링을 하는 쪽을 전환해야 

한다. 포괄적 모니터링을 중요시하고 국소적 소음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던데서 양자 모두 

중요시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음 모니터링 기술과 평가방법 연구를 강화하고 소음 

모니터링 기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소음원과 소음방지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음환경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모니터링 범위를 환경보전 중점도시 위주에서 전국의 모든 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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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향진(鄉鎮)으로 확대시키고 모니터링 요소를 등가 소음도 모니터링에서 저주파수 소음 

모니터링, 소음 주파수 분석 모니터링, 환경진동 모니터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도시지역의 전반적 환경 품질수준 모니터링은 여전히 그리드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수작

업 모니터링 위주로, 매년 1회 주야간 소음수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야간 모니터링을 강

화해야 한다.

교통소음 모니터링은 점진적으로 자동 모니터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작업 모니터링은 

여전히 거리 가중치 방식을 취하며 인도 노면(저속차선 포함) 위 20 cm를 측정점으로 한

다. 모니터링 포인트 수는 초대형·특대형 도시≥100개, 대도시 ≥80개, 중간규모 도시≥

50개, 소도시≥20개로 할 것을 제안한다. "12.5"규획기간이 마감될 때 환경보전 중점도시

의 도로 교통소음 자동 모니터링을 실현해야 한다.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모니터링 

포인트를 최적화하여 포인트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각종 음환경 기능구역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１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능구역 

자동 전천후 모니터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니터링 포인트 수는 도시 기능구역 면적비율

에 따라 확정하고 초대형·특대형 도시≥20개, 대도시≥10개, 중간규모 도시≥10개, 소도

시≥7개로 할 것을 제안한다. "12.5"규획기간이 마감될 때 환경보전 중점도시의 각종 기능

구역에서 소음 자동 모니터링을 실현해야 한다.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의 각종 기능

구역에서 소음 자동 모니터링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환경모니터링센터(中國環境監測總站)에서 제시한 중국 환경소음 모니터링 기술로

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투입을 강화하여 제품 특히 마이크로폰의 공법수준과 제조수준을 향상시키고, 제품

의 신뢰성, 안전성과 기후적응성을 향상시킨다.

(2)적분평균 소음계와 실시간 분석 시스템의 소형화, 디지털화 및 다기능화를 실현하여 

수입제품을 대체하고 중국 환경소음 모니터링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작업 모니터링 계

측기 요구를 충족시킨다. 등가 소음도 모니터링에서 저주파수 소음 모니터링, 소음 주파수 

분석 모니터링, 환경진동 모니터링으로 확대시킨다.

(3)환경소음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중국 환경소음 모니터링 기술로드맵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기술투자 확대,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환경소음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를 실현하고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

(4)대학교 및 음향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지원을 이끌어내 중국의 소음 모니

터링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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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응용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 수중음파탐지장치 개발 강화. 대중소형 

어선에 사용되는 수중음파탐지장치 개발.

- 방위산업 기업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중국의 음향계측기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사. 도자기 검사계측기

도자기 계측기는 그 기능을 봤을 때 전용 계측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도

자기 산업 급성장, 도자기 원료·반제품·완제품 검사 분석에서 계측계기의 중요성, 검사

방식의 세분화, 계측기 기능의 세분화 등 요인을 고려하여 세라믹 계측기를 신형 계측계기

로 분류한다.

소재 기능의 세분화, 도자기 생산의 자동화와 더불어 도자기 계측기와 생산과정 검사계

측기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1) 중국의 도자기 계측기 현황

1980년대에 중국의 도자기 업종에서 사용하는 검사계측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고 도

자기 계측기를 생산하는 중국기업은 1-2개에 불과했으며 도자기 생산업체의 검사수준은 

수작업 검사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에 도자기 업종에서 국외 생산라인을 도입하는 동시에 일부 첨단 검사기술도 

도입했다. 도자기 제품 검사에 관한 국가표준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품질관리감독

부처도 도자기 품질검사감독을 강화했다.

2000년 이후 도자기 제품 품질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도자기 생산업체들도 제품품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대형 도자기 생산업체들은 사내 제품개발·검사부서

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도자기 생산업체들의 도자기 계측기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적 요구

도 더 높아졌다. 또한 중국이 대학교 입학정원을 확대한 후 일부 대학교들이 도자기 전공

을 개설하고 도자기 소재성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자기 계측기 시장잠재

력이 확대되고 계측기 생산업체가 급증했다.

현재 후난성 샹탄(湖南省湘潭)은 중국의 도자기 계측기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샹

탄의 계측기 업체들이 생산한 열전도계수 측정기, 팽창계, 고온 물성 측정기, 도자기 검사

계측기 등 제품은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생산한 것이며 일부 제품은 수입대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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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방향과 "13·5"기간 목표

중국의 도자기 계측기 발전에서 샹탄의 도자기 계측기 생산업체들이 중요한 일익을 담

당하고 있다. 중국은 "도자기 계측기의 미래 발전 선도"를 샹탄 도자기 계측기 생산업체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도자기 계측기 핵심기술, 계측계기 기술추이와 특징을 봤을 때 도자기 계측기의 핵심기

술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1)센서기술 활용: 센서기술은 계측계기의 검사 및 제어 기능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2)시스템 통합기술 활용: 시스템통합 기술은 계측계기와 측정제어 기술의 활용범위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통합 기술은 지능제어기술, 인간-기계 인터페이

스 기술, 신뢰성 기술을 포함한다. 시스템 신뢰성 기술은 측정제어장치와 측정제어시스템 

자체의 신뢰성 기술 외에 측정제어장치와 시스템 고장처리기술, 고장자기진단기술, 고장

복구기술, 고장허용(fault-tolerant) 기술, 신뢰성 설계기술, 신뢰성 제조기술 등도 포함

한다.

현재 중국의 도자기 계측기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계측계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도자기 계측기 역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측기의 네트워

크화, 인라인 검사,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지능제어기술,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도자기 계측기의 발전방향이다.

 

아. 진공장비와 검사계측기

1) 중국의 진공장비 현황 및 추이

중국의 진공장비 기술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다.

저진공(low vaccum) 펌프의 경우 중국 국산 제품은 대다수 실험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일부 제품(중소 구경 직접연결 기계펌프 등)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은 오일프리 저진공 건식 펌프 분야에서 비교열위에 있으며 스크롤 진공펌프, 건식 

클로 진공펌프, 루츠 건식 진공펌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나 품질과 시리즈화 

수준은 산업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반도체급 진공장비는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한

다.

고진공 펌프의 경우 최근 수년간 중국의 분자펌프 기술수준이 비교적 급속히 향상되었

다. 자기베어링 분자펌프를 개발에 성공했고 분자펌프 모델이 다양하다. 베이징항공항천

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의 주도아래 베이징촹신(北京北儀創新真空技術有限責任公司,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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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베이이촹신진공기술유한책임공사), 중커커이(北京中科科儀股份有限公司, 베이징중

커커이주식유한공사)가 참여하는 국가 계측기 중대전문프로젝트는 초고진공 고속펌핑 자

기부상 분자펌프 연구 사업으로, 향후 2-3년 내 중국의 분자펌프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자펌프의 발전추세를 보면, 향후 신뢰성을 더 향상시키고 비용을 

더 낮추며 일부 응용분야에서 오일확산 펌프를 완전히 대체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부상 분자펌프의 경우 제조기술을 꾸준히 개선하고 나아가 수입대

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최근 1-2년간 중국기업들이 특수 분야에 사용되는 대기충격방

지 분자펌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냈으며, 일례로 베이이촹신이 개발한 MDP 시리즈 분자

펌프는 대기충격방지 분자펌프에 속한다.

고진공 저온펌프의 경우 중국기업들이 R&D 및 생산을 시작하여 소량 상품화했으나 국

외 제품에 비해 큰 격차가 있으므로 향후 기술수준 향상 및 제품 시리즈화에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초고진공 (10-8Pa및 이상) 펌프는 국산화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2) 국내외 진공측정기술 현황 및 추이

모든 선진국들은 첨단 진공측정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계량범위는 3대 진공 기본 파라

미터를 포함한다.

독일 PTB, 미국 NIST, 영국 NPL, 한국 KISS, 일본 ETL와 중국의 란저우(蘭州)물리연

구소, 칭화대학(清華大學), 베이징둥팡계량측정연구소(北京東方計量測試研究所)는 세계

적 수준을 자랑한다.

전압력 교정의 경우 현재 독일 PTB, 미국 NIST와 중국 란저우물리연구소의 교정범위는 

105～10-10Pa이고 영국 NPL, 한국 KISS, 일본 ETL와 중국 베이징둥팡계량측정연구소

의 교정범위는 105～10-10Pa이다.

분압 교정의 경우 독일은 레이저 흡수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하는 교정방법을 채택했다. 

중국 란저우 물리연구소는 다중흡기시스템을 이용한 교정방법을 제시하고 베이징둥팡계

량측정연구소와 칭화대학은 혼합기체 환류법 교정을 채택했는데 이들의 기술수준은 모두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기체유량 교정의 경우 칭화대학과 베이징둥팡계량측정연구소는 2014년에 하한값이 

10-14Pa‧m3/s인 유량계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최초로 초고감도 누설감지장치 교정 기술난

제를 해소했다. 칭화대학과 베이징둥팡계량측정연구소의 각종 진공펌프 테스트장치는 기

술지표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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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감지장치의 경우 칭화대학과 베이징둥팡계량측정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초고감도 

누설감지장치의 하한값은 1×10-16Pa‧m3/s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일부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진공측정 및 누설감지 기술이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

지만 중국 국내 진공측정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다. 

중국의 진공측정기관은 중국국립계량원, 상하이계량원, 선전(深圳)계량원, 광저우(廣

州)계량원, 시안(西安)에 있는 중국항천과기그룹 제6연구원 계량연구소, 쑤저우(蘇州)계

량연구소, 난징(南京)계량원을 포함해 총 10개 미만이고 기관별 진공측정 인력은 3명 미만

으로 업무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다.

중국은 진공측정능력이 선진국에 크게 뒤 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

다. 첫째. 진공측정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전문 인력이 역부족이다. 둘

째. 진공측정장비는 비표준화 장비에 속하므로 칭화대학, 베이징둥팡계량측정연구소, 란

저우물리연구소 등 세 곳만 연구제작이 가능하고 기타 기관은 연구제작능력이 없다. 셋째. 

진공측정장비 연구제작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비교적 높다.

현재 중국 국내 진공측정 시장은 방위산업제품과 R&D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제품품질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연구과정의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민간용 진공측정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진공측정 기술의 발전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실험실 교정 또는 측정 방식이었지만 지금

은 모든 응용분야에서 현장측정과 원위치 진공측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진공 파라

미터에 대해 현장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진공측정에 관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이 미흡하고, 대다수 기관들은 검교정규

격을 일부만 마련했다. 향후 고수준 전체 파라미터 진공측정 실험실을 설립하고 현장 또는 

인라인 진공검측을 완성하며 각종 진공측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중국의 진공시험장비 계측기 기술의 발전과 "13·5" 기간 목표

진공시험장비 계측기는 소재 제조와 공정시험에 쓰이는 중요한 기본 장치로 선행연구에

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혁신지향, 구조조정" 국가발전전략에 힘입어 각 분야

의 혁신 및 R&D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며 이는 진공시험장비 계측기 업종의 활성화에 

유리하다.

진공시험은 크게 진공환경시험과 진공표면개질시험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장비 통합설

계제조 기술이 비교적 성숙되었지만 핵심장치 개발능력이 부족하다. 진공환경시험에 필요

한 오일프리 펌프, 초고진공 펌프, 진공도 정밀측정기는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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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시험에 필요한 고성능 이온원, 광학필름두께 모니터링, 레이저 펄스원 등 기술수준이 

낮다. 또한 중국 국산 장비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이징촹신이 2011년에 허베이 한성에너지(河北漢盛能源)를 위해 설계개발한 진공표면

개질장비는 중국 국내 동종제품 중 최고 수준으로, PECVD 공정을 이용한 태양전지 시험

에 쓰인다.

자. 실험실 계측기 독자혁신 성과

"12.5" 기간에 실험실 계측기 업종은 독자적 혁신 성과를 잇따라 창출하여 중국의 과학 

계측기 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1) 베이징 류이계측기공장은 분리형 등전기초점화 전기영동장치를 개발해 중국의 프로

테오믹스학 응용과 보급,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2) 헝양헝이전기유한공사는 신규 기술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측정용 마이크로폰 기술을 

대폭 향상시켰다. 현재 마이크로폰 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고 제품을 대량 수출

하고 있다. 국책연구과제인 고소음 부식방지마이크로폰 연구제작 사업을 수행했으며, 중

국 최초로 개발된 이 제품은 현재 검수단계에 있다.

(3) 후난샹이천칭계측기, 상하이량핑계측계기회사, 선양룽텅전자회사, 창사샹핑계측기

회사 등 중국 국내 주요 전자천칭 생산업체들은 최근 수년간 전자분석 천칭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계량 정밀도 향상, 기능 다양화,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 지능화를 중심으

로 독자혁신을 펼쳐 제품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4) 창사카이위안계측기유한공사는 탄질 유해성 분석기 개발에 성공하고 수중 및 토양 

유해물질 계측기 개발을 강화하여 중국의 환경보전산업에 기여했다.

(5)후난상타이측정제어과기회사(湖南尚泰測控科技公司)에서 개발한 비선형 화학적 지

문 분석기는 새로운 분석기술을 적용, 분석대상 물질의 비균형 신호를 측정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식약품 검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전망이 밝다.

(6) 후난하오시계측기장비회사(湖南赫西儀器裝備公司)가 개발한 마이크로파 수분측정

기는 정밀도, 측정속도, 신뢰성이 높으며 방위산업, 식품, 보건, 농업 등 분야의 수분 측정

분석에 쓰일 수 있다.

(7) 후난지얼썬과기발전유한공사(湖南吉爾森科技發展有限公司)는 2014년에 중국 최초

의 초고속 원심분리기(JE-80K) 개발에 성공했다. JE-80는 진공밀봉구동 시스템을 적용

했고 최대 8,000 rpm / 최대이심력 645000 g의 속도를 구현하며 권위 있는 기관의 검증

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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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5" 기간 실험실 계측기 발전방향과 목표

1) 2020년까지 중국의 과학 계측기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근접시킨다. 과학 계측기 독

자혁신을 강화하고 계측기의 디지털화, 지능화 및 네트워크화에 박차를 가한다.

2) 식약품, 환경보전, 해양경제, 생명공학 등 신흥시장을 적극 발굴한다.

(1) 식약품: 식약품산업은 계측기 수요가 크다. 중국농업부는 지역별 농산물 검사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출입국검사, 식품 생산, 육제품 생산, 유제품 생산, 식량과 식용유 생

산 업종의 과학 계측기 수요가 크다. 제약산업 역시 과학 계측기 수요가 활발하다.

(2) 환경보전: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검사기관의 계측기 조달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 식약품, 의료보건이 1~3위를 차지한다. 중국 국무원과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

단기 내 토양환경보전 및 종합관리사업배정", "대기오염 방지정화 행동계획", "수질오염 

방지정화 행동계획"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3) 해양경제: 해양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첨단 과학 계측기가 필요하다. 해양경제는 해양 

에너지, 해양 광물자원, 해수양식, 선박과 해양공학 장비, 해양 바이오공학, 해양기상, 해

양어업, 해양 관광, 해양문화, 해양군사, 섬 건설, 해양환경보전, 해변도시, 해양 서비스

업, 부두 건설 등을 포함하므로 과학 계측기 활용범위가 넓다.

(4) 생명공학: 유전체학 계측기, 프로테오믹스학 계측기, 생물학 계측기(PCR, 서열분석

기, 칩, 원심분리기, 현미경, 세포분석기 등)를 비롯해 생명공학 분야의 계측기 수요가 크

게 증가하고 있다.

3) 기업들은 제품과 기술 경쟁력 향상, 브랜드 구축 및 이미지 제고, 시장점유율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