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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이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에너지소비 저감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 중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 소비량의 약 24.5%를 차지하며,
특히 에너지 용도별로는 난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열손실을
줄이는 것이 건물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이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건물에 적용되는 각종 자재의 고성능, 고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강
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에서 열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인 창호에 대해서도 규
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단열 창호 및 유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국내 단열유리 시장이 약 35%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창호는 유리와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는데, 창호의 단열성능은 유리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므로 고단열 창호의 핵심 요소기술은 단열유리이다. 한편, 진공유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단열유리보다 단열성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진공유리의 성능 및 품질
등이 확보되면 단열유리 시장에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기존 단열유리와 진공유리의 열관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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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유리 22m

로이복층유리 22m

삼중유리 52mm

2.7 W/m²K

1.8 W/m²K

1.7 W/m²K

로이삼중유리 52mm

펌핑 감압 진공복층유리
27.25mm (3면 로이+Ar가스)

In-Vacuum 진공복층유리
27.25mm (1면 로이)

1.2 W/m²K

0.51 W/m²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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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유리 및 진공유리 시장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차원에서 Passive House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고기밀·고효율에너지 건축자재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 단열 및
기능성 유리 세계 시장은 매년 5% 이상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진공유리를 포함한 단열유리 시장은 세계 시장과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용 진공유리 신규 시장은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진공유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진공유리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 현재 진공유리 판매 중임에 따라 중국은 현재 진공유리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성장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해서 친환경, 에너지 효
율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창호 및 단열유리는 건축
물의 에너지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3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기존 건축용 유리 시장은 복층유리, 삼중유리 등 창호의 구조변경을 기반으로 하는 단
열창호 시장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로이유리, 고기능성 코팅유리, 스마트 윈
도우 등 다양한 기능성 유리가 적용된 창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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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건축용 판유리 및 단열유리 관련 세계시장 규모
(단위: B$)

연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2035

건축용
판유리

57.6 59.9 62.3 64.7 67.3

71.1

73.9 76.9

80

83.2 86.5 101.2 123.1 149.8

단열유리

115

120

125

129

135

142

148

154

160

166

173

202

246

300

합계

173

180

187

194

202

213

222

231

240

249

260

303

369

450

※ 출처 : Pilkington and the Flat Glass Industry 2009
* 산출근거
세계 판유리 시장 규모 × 건축물용도 (70 %) × 신규 건축물과 건물 보수용 (54 %) × 판유리 시장 평균 성장률(4 %)
- 2008년 세계 판유리 시장규모는 약 5천 8백만 톤 (66억 ㎡)이었으며, 시장의 가치는 약 3백10억 달러임. 가치 측면에서 시장은 연간 약 4 ~ 5 % 씩
꾸준히 성장 중
- 건축물 용도는 70 %, 자동차용은 10 %,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20 %가 사용됨
- 건축물 용도에서는 신규 건축물과 건물 보수용으로 각각 25억 ㎡ (54 %) 이고, 인테리어용은 14억 ㎡ (30 %), 기타 7.2억 ㎡(16 %)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2018년 예상되는 단열유리의 국내 시장규모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9,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단열 유리인 삼중유리와 진공유리는 제로에너지건물과 관련되어 향후, 시장규
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단열유리 국내 시장규모 예측

(출처 : 월간 창호기술(2011.11.), 한국투자증권 LTK 기업투자보고(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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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유리는 기존 로이유리보다 단열성능이 3배 이상 우수하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진
공보다 우수한 단열층을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공유리의 성능 및 품질 등이 확보
되면 단열유리 시장에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공유리 기술을 보유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외 업체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이며, 생산규모는 중국이 가장 크며 일본, 한국 순이다.

표2

구분

국내

국외

진공유리 생산업체 및 시장점유 현황

생산기업

생산액(억원)

이건창호

점유율(%)
국내시장

세계시장

20

85

0

LG 하우시스

5

5

0

NSG(Nippon Sheet Glass)

400

5

40

북경유리

600

5

60
※ 출처 : 각 제조사 영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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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유리 적용이 가능한 시장은 우선적으로 건물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이 적용되는 광
범위한 주택시장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 건물의 단열성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숙박시설 및 정주시설이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건축물 이외에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용 냉장고 쇼케이스 유리 및 유리 온실
등에도 진공유리 적용을 위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진공유리 적용 가능 시장
산업용 냉장고 쇼케이스 유리교체

유리 온실 유리교체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 등급제 SHOWCASE 유리
전체(650m²)를 진공유리 적용 ⇀ 94억 KWh/년
절약 (년/1400 억원 절감)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수요 증가
(기존유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적용)
1000억 원 / ’13기준(국내)

리모델링 활성화로 기존유리 교체

향후 유리 커튼 월 부분이 성장
(리 모델링 활성화로 기존 유리 교체)
2300억 원 / ’13기준(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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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이 가장 큰 부위중 하나인 창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규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요구성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
환경주택 건설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기준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서는
창호의 성능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 창호의 단열 및 기밀성능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하고 효
율등급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창호의 에너지효율성을 인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림 4 연도별 국내 창호 규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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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단열성능은 KS F 22781)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열관류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제로에너지주택 구현을 위한 창호의 요구되는 단열성능은 그림 5와 같이 열관류율
0.8 W/㎡K 이하로 적용되어야 함이 선진국의 관련 정책 및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현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있어 1등급을 위한 창호의 단열성능은 열관류율 1.0
W/㎡K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등급을 위한 창호의 단열성능은 열관류율
0.8 W/㎡K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다.

그림 5 제로에너지주택을 위한 창호의 단열성능

※ 출처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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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와 관련된 각국의 기술 표준과 제도,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성능기준으로 열관
류율과 차폐계수 등이며, 표 3은 주요 선진 국가별 창호 및 유리 관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현황과 주요 내용이다.

표3

국내·외 창호 관련 에너지효율인증제도 상세

국가

내용

대한민국
(창세트에너지
효율등급제도)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을 에너지효율지표로서 선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1∼5등급 라벨을 부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은 열관류율 1.0 W/㎡.K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패시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건물에서 요구
하는 구준 0.8 W/㎡.K이하에 근접하게 설정

영국
(BFRC)

•창호 에너지 등급은 소비자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와 같은 색을 사용하여 A-G등급으로 구분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창호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
보를 제공
•열관류율 및 침기에 의한 유효 열손실 및 태양열 취득
(g-value) 값 라벨 표시

미국
(NFRC)

•열관류율, 태양에너지 취득율, 가시광선 투과율, 누기, 결로
저항의 지표로 시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성능 결과의 일
치여부를 확인하여 성능등급라벨을 부여
•모든 성능의 척도는 NFRC 100, 200, 300, 400 시리즈에
의해 결정함.

호주
(AFRC)

•미국의 NFRC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표준 창호대비 냉방
및 난방성능 향상 비율에 따라 10스타의 등급으로 성능등
급라벨을 부여
•WERS(Window Energy Rating Scheme)는 AFRC에서 평
가된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함

일본
(METI)

•2011년 4월1일부터 “샤시 레이블”, “유리 레이블”을 일원
화하여 ”창“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단열성능에 따라 ☆로
단계별 라벨링 제도를 운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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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표준화

진공유리 기술
진공유리란 2장의 유리 사이에 진공층을 형성하여, 전도 및 대류에 의한 열전달 및 소음
차단을 극대화시킨 유리로 단열유리 중 가장 높은 에너지효율 제품이다.
진공도 5.5×10-5 torr 이하에서 단열성능 0.54 W/㎡k이며, 단열유리 기술로는 현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진공유리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장의 판유리 외 Pillar, Frit Seal(Glass), 배기홀
Cap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요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Frit Seal(Glass) : 2장의 유리를 밀봉하여 진공유지 역할을 하는 기밀재

●배기홀 Cap(Steel or Glass cap) : 진공유리 제조 시 진공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리 사이 공기입자를

빼내는 통로이며 진공층 형성 후 진공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캡 부분의
봉합재

●Pillar : 2장의 유리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열응력 및 기계적 충격에도 진공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

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

그림 6 진공유리 기본 구조 및 진공복층유리 형상

Steel or Glass cap

Frit Seal

진공유리
진공복층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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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유리는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제조방식이 2가지가 있으며, 1세대 방식이라 일컫는 펌
핑감압방식과 2세대 방식이라 일컫는 인베큠 방식이다.
표 4와 같이 펌핑감압방식은 호주와 미국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2)되어 상용화 되었으며
현재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양산화되고 있다. 인베큠 방식은 한국과 독일 등에서
개발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소규모의 양산화를 이룬 상황이다.
펌핑감압방식은 인라인 제조방식으로 배기튜브를 통해 2장의 판유리 사이를 감압하여 진
공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총 약 15가지의 제조공정을 거쳐 진공유리가 제작된다. 펌핑감
압방식에 의한 진공유리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배기튜브 및 배기캡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배기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진공층의 진공압은 약 10-2~10-3 torr이다.
표 4와 같이 인베큠방식은 진공유리 구조를 대기상태에서 조립한 후 조립된 진공유리를
진공챔버에 투입하고 진공챔버 내부를 진공하여 진공유리의 진공층을 형성하는 면배기
방식이다. 인베큠방식은 펌핑감압방식 대비 상당히 단순화된 제조공정을 거쳐 진공유
리가 제작되므로 펌핑감압방식에 반드시 장착되어 있는 배기튜브 및 배기캡이 필요없고,
단순히 배기홀을 실링하는 구조로써 진공층 형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조방식으로 인하여 진공층의 진공압은 약 10-5~10-6 torr로 고진공 형성이 가능
하며, 고진공으로 인하여 전도, 대류에 의한 열차단 효과가 극대화된다.

표4

제조방식에 따른 진공유리 비교

구분

펌핑감압방식

진공유리
구조

인베큠방식

진공층

진공층

배기캡

배기캡

필러

필러

진공 실링

진공 실링

Seal Cap
10mm

Protect Cover

배기홀
구조

배기관(Exhaust Glass Pipe)
접착제
Frit Seal

Steel
Pillar

Vacuum Area

0.2mm

Frit Seal
Steel
Pillar

Vacuum Area

2) J.D.Garrison and R.E.Collins, Manufacture and Cost of Vacuum Glazing, Solar Energy Vol.55,pp.151-16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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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열 창호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은 창호의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이며, 고단열 유리의 적용은 고단열 창호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리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은 과거 단판유리에서 복층 및 삼중유리 기술, 비활
성가스 충진, 저방사코팅 기술, 단열간봉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
함으로써 단열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창호 열관류율 0.8W/㎡K 이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공유리는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진공층을 형성시켜 전도 및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진공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유리를 저방사코팅 한다면 복사에 의한
열전달 또한 차단하여 단열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기술이다.

이러한 진공유리의 열관류율은 약 0.5W/㎡K로 기존의 건자재용 단열유리 대비 단열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기술이다. 따라서 기존의 두께 약 250mm~300mm의 이
중창호를 단순히 두께 200mm 이하의 단창으로도 열관류율 0.8W/㎡K 이하가 가능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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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동향
진공유리는 단열성능 구현에 있어 가장 고도화된 기술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으며, 진공유리를 산업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성능 및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기술과 그 선진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공유리는 일반 단열유리와는 달리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illar, frit 등의
중요한 소재의 결함, 제품 제조 공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휨, 파손 등의 문제발생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진공유리 제품의 성능 및 품질 저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 진공유리 기술은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앞선 편이며, 대량 생산을 위한 양
산화 직전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나, 표준 및 인증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진공유리 상용화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 진공유리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안한 진공유리 관련 성능지표는 표 5와 같이 크게 2가지 분야로 열적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와 구조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5

일본에서 제안한 진공유리 관련 성능지표

구분

성능지표

단위(SI)

시험방법

열적 성능

열관류율

W/㎡K

열관류율 시험

내풍압성

kgf/㎡

내풍압 시험

진공압

torr

진공도 시험

구조적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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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공유리 평가기술에는 표 6과 같이 열적 성능 및 구조적 성능지표 뿐만 아니라
진공유리의 다양한 제조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소재 관련 성능지표 및 평가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표6

제안된 진공유리 평가기술 항목

구분
열적 성능

구조적 성능

구성요소 성능

성능지표

단위(SI)

시험방법

열전도율

W/mK

열전도율 시험

열관류율

W/㎡K

열관류율 시험

인장강도, 압축강도

kgf/㎡

내풍압 시험

진공압

torr

진공도 시험

Glass Bending

mm

휨 측정 시험

직경균일도

±0.2mm

직경측정시험

구조적 성능지표의 경우, 진공압에 따라, 전도 및 대류에 대한 열흐름 차단 정도가 좌우
되므로 진공도 측정을 통한 진공압 평가가 추가되어야 하며, 진공유리 소재와 관련해서는
진공유리를 구성하는 판유리의 휨정도 및 직경 균일도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는 진공유리의 성능 및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건축용 진공유리 표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14년도에 일본에서 제
안한 진공유리에 대한 NP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채택된 바 있다.
현재 ISO TC 160 SC1에서는 진공유리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Working Group이 구성
되어 활동 중이며, 현재까지 4~5차례 회의를 통해 건축용 진공유리에 대한 작업초안
(Working Draft)가 준비 중이나, 아직 국가 간 기술 격차로 인해 최소한의 기술적 평가방
법만 제시된 상황이다.
향후 진공유리 국제표준화는 Part 1과 Part 2로 나누어, Part 1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제안한 열적, 구조적 성능지표를 포함하여 G-Value, 내구성, 차음성능에 대한
성능지표를, Part 2에서는 Part1에서 제시한 성능지표 외에 표 6에서 추가 제안된 진공
유리 성능과 품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능지표에 대해서 제안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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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향후 ISO/TC 160/SC 1/WG 1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용 진공유리 Part1의 WD
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상호 교환과 Part 2의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진공유리 수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기술은 ISO/TC 160/SC 1/WG 10에서 건축용 진공유리 Part 1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술 이외에도 구성요소 및 안전 성능에 대한 평가 기술 및 성능 기준 등의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 등을 알리는 동시에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동력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진공유리는 현재 건축용으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전자 기
기와 온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 개발을 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ISO/TC를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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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내 진공유리는 E사를 중심으로 2세대 기술이 완성되어 시판 중에 있고 상용화시설을
증축하여 대량 양산체재에 도달한 상황이며 L사 및 4~5개 중소기업도 자체 기술 개발을
완료했지만, 아직 1세대 기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진공유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방향은 진공유리의 대량보급이 가능하도록 우선적
으로 진공유리 제조방식에 있어 원가절감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하며, 진공유리 기술
개발 역시 대량보급 및 가격경쟁력 개선과 관련된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진공유리는 단열성능 구현에 있어 가장 고도화된 기술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있으며, 진공유리를 산업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성능
및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기술과 그 선진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가의 중국 진공유리의 국내시장 진입에 앞서 관련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무역기술장벽3)
대응 및 국가 표준 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진공유리 산업을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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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기술장벽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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