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MICAL MARKET RESEARCH INC.
CHEMICAL MARKET RESEARCH INC.

Tel :  82-2-2108-8070

Homepage : www.cmri.co.kr

www.chemlocus.co.kr

E-mail : consulting@chemlocus.com

CMRI

화학경제연구원시장분석 리포트(2008년 7월)

건축자재 시장분석 및 전망(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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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단열재시장분석

1) 무기질계단열재보다단열성, 시공성 우수…… 2012년까지 국내수요 1.1% 성장전망

-단열재는 크게유기질계단열재와 무기질계단열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유기질계단열재는 EPS와 PU를 주로 사용하고 BASF
에서 생산하는기존 스티로폴 보다 성능이 우수한 네오폴 등이 있음.
- EPS, PU 등의유기질계단열재가 국내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단열성 및 시공성의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무기질에
비해 저렴하기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EPS 패널은 IMF 이후 건설경기상승과 함께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02년 월드컵 특수와 스티로폼단열재의 품질
정상화를 위한 KS발포 규격을 마련함.
-유기질계단열재수요는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1.3%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경기가 호전되는 2008년에는 5.4%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EPS 단열재  수급밸런스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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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단열재시장분석 I

1) 단열성능과 흡음 효과를 가진단열재……건축용 수요는 감소, 선박용 수요가 성장 견인

-미네랄울은 내열성이 높고 불연성을 가진 특성 이외에도 무수한 연속기공을 갖고 있어 음을 흡수해주는 흡음 성능이 뛰어나 소음
공해를 막아주는 차음 효과를 볼 수 있음.

- 미네랄울단열재를 수요별로 구분하면 일반건축재와 판넬코어, 파이프 커버로 나눌 수 있으며 전체 수요에서 일반건축재수요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단열재에 흡음재기능을 넣은 제품이 출시하면서 미네랄울은단열재기능과 흡음재기능을 함께 사용되고 있음.
- 미네랄울의 건축자재용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선박용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미네랄울의 수요는유지되고 있음.

미네랄울 수급밸런스(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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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단열재시장분석 II

1) 건축법 시행으로 시장 성장전망…… 2012년까지 국내수요 3.2% 성장전망

- 글라스울은유리를 용융하여 여러 방법으로 섬유화한 것으로 전기절연성, 내화성, 흡음성, 내식성, 내수성 등이 우수하고 가벼움.
- 글라스울은 제품 내부에 다량의 공기을 포함하고 있어 뛰어난 보온단열효과를유지할 수 있으며, 흡음성과 탄력성이 뛰어나 소
음과 진동에 탁월한 성능을 보임.

- 2003년 소방법 개정으로 불연성단열재사용이 법제화되면서 난연성이 우수한단열재사용이 증가되었는데 무기질계단열재가
주목받고 있음.
- 국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라스울단열재를 생산하는기업들은 생산능력을 계속 증설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향후 건축법 강
화로 무기질계단열재사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

글 라 스 울  수 급 밸 런 스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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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수요가 벽지시장 성장을 견인……PVC 벽지가 주류

- 벽지시장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성숙된 시장이며, 생산기업이 자체유통망을 가지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임.
- 벽지시장은기존의 인지도와 판매망을 이용하여 시장을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벽지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
면서 일부 기업들이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음.

- 실크벽지라고 불리는 PVC 벽지는 우수한질감과 디자인으로 점차 시장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실내 내장재에 대한 친환경문제
가 대두되면서 벽지의 생산은유성잉크에서 수성잉크로 바뀌고 있음.
- 벽지 시장은 건축경기의 영향보다는 이사 수요에 따라 시장 수요가 변하는 특성으로 봄과 가을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 건축경기
가 많이 하락했던 2005년과 2006년에는 벽지 시장이 이사수요 증가로 크게 호황을 누렸음.

벽지시장분석

벽지 수급밸런스(2003~2007)

0

70

140

210

280

350

2003 2004 2005 2006 2007

10억원
생산 수요 S&D Balance

벽지시장 점유율(2007)

LG화학

대동벽지

기타

신한벽지

DID



CMRI 5

1) 저가 PVC 바닥재, 고급 마루바닥재로 시장 양분……2012년까지 국내시장 1.7%성장 전망

- 바닥재는 PVC를 원료로 하는 바닥재와 돌, 타일, 카펫, 원목, 합판 등 여러가지재질로 만드는 바닥재로 나눌 수 있으며, PVC와
마루 바닥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
- 바닥재는 신소재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PVC는 생산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2000년 들어서 마루 바닥재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주거문화의 고급화와 PVC보다 친환경적이며기능성을 가진 고부
가가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주거용 바닥재수요는 건축경기보다는 이사 수요에 따라 바닥재시장 수요가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벽지 시장과 마찬가
지로 건축경기가 하락한 2004-05년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바닥재시장분석

바닥재 수급밸런스(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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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시트시장분석

1)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변질…… 일본기업도 시장에 참여

-가구표면재로많은수요가발생하는데코시트시장은전통적으로중소기업이참여하기적합한시장으로진입장벽이낮으며
제품특성상유통구조가갖추어져있는시장이아니며대기업이나주방가구생산기업으로납품이이루어져저가시트의경우
마진도낮은편임.
-특판의경우건설경기에수요가민감하게반응하지만데코시트는일부대기업을제외하고시판에치우쳐있어고정거래선영
업으로마케팅이거의전무한실정임.

-국내최초로 PVC 재질의시트를생산한화인인더스트리와선영화학등중소기업이생산을하던데코시트시장에서 LG화학과
한화L&C, KCC 등의대기업이시장에참여해전체시장이급속히변했고 2Tec Kyowa 등일본기업도참여하고있음.
-데코시트는주로가구용장식재로대부분사용되어왔으나 PVC창호의시장형성으로창호재 랩핑용과실내장식재로용도가
다양화되고시장이성장하면서규모가커졌음. 그러나 2004-2005년건설경기의하락과주거문화의고급화로인해데코시트의
시장이급속히냉각되는것으로분석됨.

데코시트 수급밸런스(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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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대리석시장분석

중국산 저가 인조대리석 비중 높아져…… 국내 인조대리석은 고부가 제품에 집중

- 인조대리석은 인테리어적 개념이 강해 실내 장식재의 고급화와 주방 상판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조대리석은 겉모습과 감촉이 천연대리석과 매우 비슷하며 반영구적이고 가공 및 오염물질에 강하다는 장점 때문에기존의
멜라민과 스테인리스의단점을 극복하며 빠른 시간에 시장이 성숙하였음.

- 중국산 저가 인조대리석이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내 인조대리석 생산기업들은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주
력하고 있는데 한화L&C에서 ES (Engineering Stone)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DuPont과 LG화학, 제일모직 등도 프리미엄 제
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음.

- 인조대리석의 수요는 건설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생산의 대부분은 국내 특판 시장으로 공급되며유통시장에는 30%정도
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인조대리석은 주거용과 상업용의 사용 비율은 90%가 주거용 부엌가구로 사용되고 나머지 10%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조사됨.

인조대리석 수급밸런스(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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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재시장분석

목재소재에서 PVC창호로 시장변화 …… 국내 수요는 성장 한계점에 봉착

-창호재는 다른 건축자재와 마찬가지로 건설사, 시공업체의 선택에 의해 제품이 선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의기호에
따라 발코니 확장, 주택 신축, 리모델링 등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추세임.
- 전통적으로 목재재질의창이 사용되었으나 70년대 내부식성, 내수성을 지닌 알루미늄재질의창호재가 등장하여각광을 받았으
며 1998년 이후 PVC 창호재가기능, 성능 향상을 통해기존 목재와 알루미늄창호를 빠르게 대체하면서창호재시장 성장을 견인하
고 있음.

-창호재에서 PVC창호는 주택용창호재에서기존의 알루미늄창호시장을 대체하면서 내창의 경우 90%이상 PVC창호를 사용하고
발코니창호의 경우도 50%이상 잠식해 향후 알루미늄창호를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창호재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
러 성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향후 3~4년간 PVC창호가 보합세 혹은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창호재 수급밸런스(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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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재시장분석

우레탄 방수재가 시장을 견인 …… 2012년까지 국내수요 2%성장 전망

- 방수재는 완제품이 아닌 시공자가 시공하여 완성하는 제품으로 반제품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공기술과 방법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변함.
- 방수재의 개념이 본격적으로형성하기전에는 시공이나형태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으나 방수에 대한 인식이 변함으로써 그 중요
도가 높아지고 있음.

- 방수재는 어느재질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는데, 에폭시 수지와 아크릴 수지는 그 특성이 방수재로 적합하지 않아 시
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에폭시 수지는 바닥재로 주로 사용됨.
- 우레탄 방수재는 신축성이 강하고 방수 성능이 뛰어나 방수재의 주요재료로 사용되는데, 주로재건축 시장이나 신축 건물에 사용
되고 제품의 용도로 구별하면 노출형방수재와 비노출형방수재로 나뉨.

방수재 수급밸런스(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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