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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분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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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LED
1. 개요
가. 일반적 정의
 광/LED 분야는 반도체 기반의 신광원인 Inorganic LED, Oraganic LED와 포토닉스 기술을
적용하여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 및 특정 파장이나 에너지를 갖는 광원을 만들고,
광원을 목적에 맞게 시간 및 공간적 조절 방법으로 굴절, 전송, 집중, 분산시켜서 빛을
제어하고, 제어된 빛을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 및 응용하는 기술로 전통적으로 광학 및
광원 분야에서 광전자, 조명, 초정밀 계측, 의료기기, 에너지, 통신 등으로 확장
[ 광/LED 산업 분류 및 기술 ]

 광/LED 기술은 기계 ⇒ 전자 ⇒ 광산업으로의 발전단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선진국형 유망산업으로 물리학, 광학, 화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와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등의 응용기술 분야에 원천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
 광/LED 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크며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지식기반형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라이프 싸이클이 짧아 지속적인 새로운 기술 창출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도의 응용 복합 기술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요구
▪ 범용 제품의 대량 생산보다는 기술적, 산업적인 수요에 적합한 주문형 생산방식이 필요하며, 업체간
연계와 협력에 의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중소 상생 협력 모델이 필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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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기술분야별 정의 ]
특징

빛의 생성

구분

정의

광원 및
광전소자

LED, OLED 등과 같이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광원과 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광전소자를 이용하여 생활 및 산업 활동에 활용하는 기술

광소재

고품질 고효율의 빛을 생성하거나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나 광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

광통신

코아와 클래드로 구성된 광섬유를 통해 광원에서 발생된 빛의 전반사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 방식과, 그 방식을 적용하는 기술

광정밀기기

빛을 증폭하여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초정밀 가공을 위한 레이저 발진, 가공기 제작,
빔 전송 및 제어 기술과, 빛의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피측정 물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 계측하는 기술

광정보기기

광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입출력 및 반복‧일회 저장할 수 있는 매체, 데이터
등의 영상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기술

광학기기

렌즈 등 광소재를 이용하여 관측하거나 광일 이용하여 영상을 기록 및 재생하는
기술

빛의 제어

빛의 활용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분류표

 광/LED 산업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한국광학회 등에서 분류한 광산업
분류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광원 및 광전소자 산업은 인공광원과 광전소자 산업, 그리고 인공광원을 실내외 및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는 조명 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LED, OLED, 특수광원,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비반도체 광변환기, 일반조명, 융합조명을 포함
▪ 광소재 산업은 빛을 생성하거나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재료(형광체, 광학 유리, 광학 결정 등)나
광소재 부품(조명 및 인테리어용 광섬유, 광학용 렌즈, 반사경 등의 부품)을 포함
▪ 광통신 산업은 굴절률이 매우 높은 코어와 굴절률이 낮은 클래딩으로 이뤄진 광섬유를 통해 빛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으로 구성되는 부품 및 시스템 산업이며, 레이저다이오드 등 통신용
광전소자(수동/능동/집적), 기간망전송/분배망전송/수동형/능동형 통신시스템 등이 포함
▪ 광정밀 산업은 고광도 고효율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의료, 산업,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레이저기기
및 의료, 산업용 광계측 기기나 센서 기기를 포함
▪ 광정보기기 산업은 광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입출력 및 반복·일회 저장할 수 있는 매체, 데이터
등의 영상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기기 및 시스템으로 광정보 입출력기기, 광정보저장매체,
영상표시기(평판, 3차원, 프로젝션) 등을 포함
▪ 광학기기 산업은 렌즈 등 광소재를 이용하여 관측하는 기기 또는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기록/재생하는 기기 산업이며, 관측검사기기(현미경, 망원경), 화상기록재생(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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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 범위
(1) 가치사슬
 광/LED 관련 산업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공급 산업과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 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요 및 공급과는 구별됨
▪ 공급 산업은 활용되는 소재, 설계 및 제조 산업을 의미함
▪ 수요 산업은 통신, 정보, 정밀기계, 의료, 에너지, 화학, 자동차 등 광/LED를 활용하는 전 산업이
포함될 수 있음

[ 광/LED 가치사슬 ]
후방산업

광/LED

전방산업

소재, 설계, 제조 산업 등

광원 및 광전소자, 광소재, 광통신,
광정밀기기,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통신, 정보, 정밀기계, 의료, 에너지,
화학, 자동차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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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 분류 방법
 광/LED 기술은 광원 및 광전소자, 광소재, 광통신, 광정밀기기,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등
첨단산업(정보통신, 전자, 에너지 등)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6개 기술집약적 핵심요소기술
[ 광/LED 기술의 범위 ]
구분
광원 및
광전소자

범위
고효율 LED광소자(가시광선, UV, 적외선 등) 기술, 초소형 저가격화 패키징 공정 기술, 고방열
소재 기술, 대용량 고속생산 장비 기술, 자연광 스펙트럼 구현 기술, 스펙트럼 제어 기술, UV
LED 고효율화 기술, 지능, 감성, 콘텐츠 통합형 조명제어 기술, All-in-One 조명엔진 기술,
실리콘계 및 박막(CIGS) 기술, 스마트그리드 및 ESS 연계 기술, 초박 광가이딩 집광 모듈 기술
등

광소재

모바일 카메라용 렌즈 기술, 자유곡면(Freeform) 렌즈 설계 및 제조 기술, 희토류 금속 대체
광소재 기술,열 영상용 광학렌즈 소재 제조기술, 초정밀 연마 기술, 대구경용 극한 광학 박막
제조 기술, UV 광학코팅 설계 기술, 노광기용 극한 광학 박막 제조 기술 등

광통신

나노기반 광정보통신 소자 기술, 테라헤르츠 광통신부품 기술, 코히어런트 광부품 기술, 초고속 전송 기술,
광 전달망 기술(광이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고속 인테페이스 기술 등) 등

광정밀기기

자유곡면 측정기술, 현미경 광원장치 기술, 화상처리술, 나노패턴 형상 광측정 기술, 레이저 간설 계기술,
정밀 광센서 평가 기술, 고분해능 결상계 기술, 초미세 레이저 가공 기술, 고능률 복합 가공 기술, 신개념
레이저 발진기 기술 등

광정보기기

QD 형광체 필름 기술, OLED 대면적화 및 고해상도화 기술, 플러시블 디스플레이 기술, 공간형
디스플레이 기술, 홀로그래픽 기술, Interactive 3D 기술 등

광학기기

광학설계 및 공차해석 기술, 비구면 검사 기술, 광학계 정밀정렬기술, 광물성 측정 기술,
BRDF/BSDF 측정기술, 초정밀 비구면 금형 가공 기술, 대구경 광학소자 가공 기술, 자유 비구면
가공기술, 대형 비구면 사출성형 기술, 광학용 플라스틱 물성평가 기술 등

▪ 광원 및 광전소자 기술은 빛과 전기에너지의 상호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한 인공광원(주로 LED)과
광전소자(주로 태양전지)에 대한 고효율 생산성 향상 제조 및 공정 기술과, 이를 건축, 토목,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특히 조명시스템)
▪ 광소재는 빛을 생성하거나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나 부분품 기술로서 적용 분야에 최적화하기
위한 고신뢰성 소재 공정, 저가격 고품질 렌즈 설계 및 제조 가공하는 기술
▪ 광통신은 광섬유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 기술로서 초고속화, 경량화, 모바일화, 대량생산화,
융복화 등을 위한 광소자 및 광통신 시스템 기술
▪ 광정밀기기는 레이저 및 광센서를 이용하여 초정밀 가공 및 계측을 실현하는 기술로서 고출력 및
고효율화 레이저, 고품질 소형화 광센서, 정밀 계측 및 제어 등을 실현하는 기술
▪ 광정보기기는 광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입출력 및 반복·일회 저장할 수 있는 매체, 데이터 등의
영상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기술
▪ 광학기기는 렌즈 등 광소재를 이용하여 관측하는 기기 또는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기록/재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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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LED 분야의 기술분류는 산업기술분류표1) 상에서 대분류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분야에 포함되며, 중분류로 광응용기기,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계측기기,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음
[ 광/LED 분야 산업기술분류 ]
전략분야

산업기술_대분류

산업기술_중분류

산업기술_소분류
결상기기
광계측 ‧ 제어기기
광부품
광소자

광응용기기
광/LED

전기‧전자

광소재
광원
기타광응용기기
레이저가공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조명기기

[ 광산업 분류 ]
전략분야

산업기술_대분류
광통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정밀기기
광/LED
광소재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산업기술_중분류

산업기술_소분류

광통신시스템

기간망전송/분배망전송/수동형/능동형

광통신부품

수동소자/능동소자/집적소자

광원

LED/OLED/방전용광원/특수광원

광전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태양전지/비반도체 광변환기

조명

일반조명/융합조명

레이저

광원/의료용기기/산업용기기/연구용기기

광계측 및 센서

의료용/산업용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광결정

광소재 부품

광학렌즈/비통신용 광섬유/광학재료부품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매체

저장반복매체/일회저장매체

영상표시기

평판/3차원/프로젝션

관측검사기기

일반용/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산업용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16. 9. 1)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기획, 평가, 관리에 활용하는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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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로드맵 전략분야의 범위
 본 전략분야에서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한국광학회에서 분류한 광산업 분류표를 활용하여
산업 및 기술을 분류하여 로드맵의 구축 범위를 통합함
[ 광/LED 기술로드맵 전략분야의 범위 ]
전략분야

전략제품

광학부품 및 기기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정의
광학부품은 광학적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모바일 기기,
스마트 가전, 자동차 및 IoT 등에서 사진, 동영상의 촬영, 사물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인식, 드론, 광통신 등의 용도에 활용되는 모듈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는 빛을 생성하는 광원, 광을 송신/수신하는 광학계,
광학측정, 신호처리기술, 평가기술 등의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피 측정물의
광학, 분광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인 양을 추출하는 모듈 및 시스템 분야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다양한 산업에 응용 될 수 있는 LED 칩 제조, 전사, 패키징, 검사, 수리 장비
기술과 마이크로 LED 응용을 위한 각종 소재 부품을 포함

레이저 및 응용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Active 광섬유, Passive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용 미러
및 광격자, 출력광 Delivery 광섬유,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되는 모듈 및
부품을 포함, 응용하는 장치

융합조명시스템

인공 광원과 첨단(IT, BT, NT, CT 등) 기술을 융합하여 수송기기,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 농수산, 정보가전 등 일반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조명기기 및 시스템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LED, OLED, 레이저 등 친환경 고효율 반도체 조명용 신광원과, 이러한
신광원을 기반으로 생활 및 업무와 밀접한 일반용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통칭

광/LED

8

광/LED

2. 시장 분석
가. 세계시장 분석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중반 기계산업에서 20세기 후반 전자산업, 21세기 광산업 순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기반산업으로 광융합산업을 육성
▪ 최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 규제와 반도체 산업의 부상으로 매년 7% 이상 성장할
전망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큰 유형은 광원응용으로 14.3% 증가했으며, 그 다음은
광정밀기기(7.8%), 광학기기(6.0%), 광통신(3.7%), 광소재(2.5%), 광정보기기(2.4%)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광원응용은 LED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증가율이 높고, 광정보기기는 기존 모바일, TV 등의
디스플레이 시장의 정체로 시장 성장률이 낮게 나타냄을 알 수 있음
[ 광/LED 품목별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CAGR

광소재

11,432

11,699

12,166

12,460

12,535

12,998

13,235

13,562

2.5

광통신

95,905

102,873

108,219

112,793

117,697

119,764

121,867

124,007

3.7

광원응용

79,851

90,829

105,765

122,763

151,451

166,788

177,637

203,412

14.3

광정보기기

192,770

197,772

202,985

208,417

208,417

218,517

223,052

227,681

2.4

광정밀기기

15,387

17,465

18,784

20,513

21,456

23,473

24,111

25,985

7.8

광학기기

80,379

85,910

91,453

97,171

102,167

108,207

113,782

120,567

6.0

세계시장

475,724

506,548

539,372

574,117

613,723

649,747

673,684

715,214

7.0

* 주 : ’16~’22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계산하여 ’23년 전망치작성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9,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심사보고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품목별 세계시장 통계자료 취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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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시장은 지속적 수요 증가에 힘입어 LED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LED 시장이 ’16년 296억 달러에서 매년
14.4% 성장하여 ’23년 759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 Business Wire에 따르면, ’18년 미국 LED 시장 가치는 88억 2천만 달러였으며 향후 매년 12.6%
증가하여 ’23년 159 7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

 LED의 뛰어난 에너지 성능과 활용도 및 LED 가격 하락에 따라 LED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LED 전등은 기존 백열등과 비교해 적은 에너지로 오랜 시간 작동 가능하여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용도로 확대 설치되고 있음

 스마트 조명(커넥티드 조명)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LED 조명 및 전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
▪ 색상, 색온도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이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된 스마트 조명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음

 고효율 친환경 광원의 개발에 따른 다양한 응용 제품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LED조명 및 태양광 보급정책으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됨
[ 전 세계 LED 시장 성장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29,600

33,800

38,700

44,300

50,700

58,000

66,400

75,900

14.4

* 출처 : Grand View Reaserach, 2017

[ 미국 LED 시장 성장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 출처 : Business Wi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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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 여력이 크게 악화된 선진국은 재정위기에 직면한 EU의 1%대 성장 등으로 인해
당분간 저성장이 예상되며, 경기부양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흥국은 건설 경기 부양과
자국의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 절약 솔루션으로 에너지 절감형 LED 조명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LED조명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전력공급 현황 및 해결 정책 ]
국가

전력공급 현황

전력부족 해결 정책(조명부문)

남아공

최근 5년간 평균 전기요금을 매년 8% 인상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에너지분야 환경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ED조명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

러시아

화력발전의 화석연료의 에너지고갈 대비와
환경보호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의한 에너지설비 현대화

LED조명의 98%이상을 수입에 의존
도로조명시장은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에 의해 2015년 10억 유로까지 확대

브라질

85%가 수력발전
수력설비 비중 과대로 가뭄으로 극심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

가정용 보다는 산업용으로 사용
LED조명은 100% 수입

전력 부족량이 8.2%에 달하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국
전력소비는 조명부분이 53% 차지
도로조명 4,400MW, 가정용 7,000MW

에너지절약솔루션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신도시 건설에 LED조명사용 급증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하리아나주)
LED조명 50% 정부 조달로 공급
공공시설의 LED가로등 교체가 활발

인도

인도네시아

UAE

전력 보급률 62%(2005년)→68%(2010년)

추후 더욱 확대될 전망
기록적인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
매년 1,000MW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아부다비,
두바이를 제외하고 매년 여름 전력난 발생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LED조명의 보급을 적극 추진

30만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프로젝트
착수

* 출처 : 2019-202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전자부품), 2018

 LED 조명은 전체 세계 시장에 대해 유럽 시장은 28%와 중국과 미국 시장은 각각 21%를
차지하고, 일본 9%, 남미 7%, 중동 및 아프라카 4%,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10%(한국 약
3%)를 점유하고 있음
 중국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세계시장의 약 30%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시장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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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기구의 국가별 시장규모 및 전망 ]

* 출처 : LED luminaire growth looms over the lighting landscape, Strategies Unlimited (LEDs Magazine) 2015

 레이저 등 광정밀기기는 주로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제품 가공(절단, 용접 및 표면개질
등),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 및 부품으로 주로 시장이 형성
 광소재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휴대폰 및 디지털 카메라, 초대형
망원경, 고해상도 카메라 등 다양한 광학기기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어 동반 시장 확대
 선진국은 첨단 고집적된 기술이 필요한 광소재 시장을 선점하여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지속
▪ 독일의 Schott, JENOPTIK에서는 광학기반 재료 부품제조(레이저, 반도체), 일본 CANNON과
NIKKON에서는 산업용 비구면 정밀광소재(Nano소자), 이스라엘은 특수목적용 비구면+DOE, HOE
소자 제품, 미국 ZYGO과 NOAO에서는 직경 3.5m의 HERSCHEL 적외선 우주 망원경, Lumus과
Elbit는 무인항공기 광학센서, 항공 디스플레이 광소재 등 시장 활성화

 광학기기는 기술 인력의 질과 수준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형적인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며, IT/BTY/NT/ET 등 첨단산업의 핵심적인 장비로 사용되어 국내 대기업,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초대형 천체망원경, 고해상도 인공위성 카메라, 차세대 반도체
산업용 진공자외선 및 엑스선 노광기, 비구면 및 자유곡면 가공기와 측정기, 나노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광학소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레이저 가공기술 등 첨단산업용 원천
및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
▪ 미국은 상용 광학제품 보다는 방위산업이나 우주개발 목적의 특수 광학계 개발에 주력
▪ 일본은 소형디지털 광학계 관련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이며, 카메라 렌즈, 노광기, 망원경,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 광픽업, BLU 등의 시장을 선도
▪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대형 천체 망원경과 인공위성 카메라 사업을 독일과 프랑스가 기술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소형광학소자의 경우에는 독일이 유럽에서 관련기술을 주도

12

광/LED

 광계측 및 센서기기 세계 기업은 북미 59.4%(57개 사), 유럽 32.3%(31개 사), 일본
2%(2개사), 아시아 6%(6개)로 북미 및 유럽에 약 90%가 분포2)
▪ (북미) 전체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의 경우 센서기술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광센서 플랫폼 개발을 추진
▪ Micron Optics는 유럽 Smartec사, 캐나다 FISO사 등과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광센서 핵심요소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추진

2) 출처 : 2019-202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전자부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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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장 핵심플레이어 동향
◎ 해외 주요기업 동향
 모든 IT기기들이 연결되는 IoT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반도체 업계는 M&A를 통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에 강점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광통신 요소부품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며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 2015년 싱가폴 반도체 기업 Avago Technologies는 미국 통신반도체 기업 Broadcom을 약
3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
▪ Intel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업체 알테라 인수를 통해 통신장비용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며 자동차, 통ㅅ니장비 및 데이터 센터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 진행 중

 Avago Technologies, Finisar 등 해외 선진 기업들은 광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간망,
가입자망 광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국방, 항공, 컴퓨팅등 산업 전반에
광연결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광 ICT 융합 제품을 선보이고 있음
 Philips는 LED 조명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LED 칩/패키지/모듈, LED 조명기구, 조명시스템의
거대 LED조명회사로 투자 및 사업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LED 램프 및 조명기구
뿐만아니라 스마트조명, 에너지절감형 조명제어시스템, OLED 조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축화 조명을 통한 광고 및 사인조명 시장도 진출
 Osram은 적외선에서 자외선에 이르는 다양한 LED 칩의 제조 및 패키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전장 및 내부조명 시장에서 세계 선두 기업이며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지시등 및 후미등 분야에 Osram LED 모듈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빌딩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 콘텐츠와 전력 배전망과
교통신호시스템, 보안시스템 등과 연계한 융합 토탈 솔루션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제품 출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조명 회사인 GE는 일본 니치아와, Cree와 LED
칩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GE는 대형 전광판과
대용량 실외조명에 주력하고 있음


루미레즈는 소형화가 가능한 CSP 패키지와 렌즈 일체형 패키지를 출시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풀칼라 구현을 위한 패키지를 제공하여 건축
경관조명, 무대조명, 박물관조명, 식물생장 조명 분야로 고연색성과 다양한 광색 연출이
가능한 응용분야에 조명기업과 협력하고 있음

 크리는 SiC계 반도체 기판, 광소자, RF 및 파워소자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며 패키지 기술을 발전시켜 고휘도 고출력 LED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조명 업체에 대용량 LED를 공급하여 대용량 융합조명 분야에 LED가 적용되도록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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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광선 LED외에 최근 광원UV LED 광원 개발 및 제품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두주자인 일본 니치아, 나이트라이드 등에서 365~405nm UV-A 대역, 250~320nm
UV-C, UV-B 대역도 연구/개발,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서울바이오시스는 2006년
국내 최초로 UV LED를 개발하였고 LG이노텍에서는 대구경 에피 성장 기술을 적용하여 본격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음
 레이저를 생산하는 많은 회사들의 규모는 작고 소량의 레이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회사들은 다이오드 레이저를 생산하고 중국의 회사는 CO2 레이저와 파이버 레이저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 예로 중국의 가장 큰 파이버 레이저 제조사인 Raycus는 연간 200 개의 pulsed fiber laser와
500개의 mid-power와 high-power CW 레이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파이버 레이저
양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량임
▪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이 레이저를 생산하는 반면 산업용 레이저의 소비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음
▪ 소량 다품종의 시장으로 품종별로 40% 이상 점유하는 독점 업체가 있으며, 해당 업체는 특화된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

 해외의 고정밀도 센서 시장은 스위스 Smartec사, 영국 Smartfibers사, 미국 Micron
Optics사, Blue Road Research사, 캐나다 Roctest사, 일본 Shobond사 등이며,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없으나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임
 광계측 및 센서기기 분야는 북미 및 유럽에 관련 주요 기업의 90%가 분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원천기술, 자본, 설비,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에 뒤쳐져 있음
▪ 주요 기업 리스트
- 북미 : MicroOptics, Luna Innovation, MicroStrains, Neoptix, BaySpec, Blue Road Research,
IFOS, New Focus, Avensys
- 유럽 : SmartTec. RocTest, Telemac, Technobis Fibres Technologies, Isben Photonics,
Advanced Optic Solutions

 광소재 분야의 DSLR 카메라와 교환렌즈 시장은 Canon이나 Nikon 등의 일본기업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예상하고 있음
 또한 적외선 카메라 시장은 군수에 기반을 둔 미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그 외
일본, 벨기에,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 일부 민수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FLIR는 휴대용, 드론용, 해상용, 산업용, 건물진단용 등 다양한 민수용 적외선 카메라를
출시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 휴대폰을 이용해 열화상 촬영이 가능한 신개념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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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별 세계 레이저 시장 점유율 ]

[ 제조사별 세계 적외선카메라 시장 점유율 ]

 3차원 입체 영상 기술 시장에서 대표적인 3D 디스플레이 업체로는 미국의 DTI, Vrex,
일본의 Sony, Sanyo, 독일의 4D-Vision, SeeReal, 영국의 Reality vision, Cambridge
Univ. 등 8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며, 대부분 LCD 플랫 패널에 기반한
방식임
▪ 3차원 입체 영상 구현 방식으로는 Toshiba와 JVC 정도만 편광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Sony와
삼성을 비롯한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모두 2D 콘텐츠와의 호환성을 이유로 셔터클래스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최근 IBM은 DLP 기반 저가용 프로젝션 3D TV를 개발하고 2006년도부터는 Indight
Media사와 미국 디스플레이 컨소시엄(US Display Consortium)의 공동 주최로 '3D
BIZ-EX'이라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3D 시장을 열고 있음
 일본에서는 TAO의 「고해상도 입체동화상 통신」이란 국책과제를 중심으로 NHK, NTT, ATR
등에서 차세대 3차원 입체 TV에 관한 연구그룹을 형성하여 3차원 입체 TV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완료하고, 이것의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03년에는 NTT, Sanyo, Sharp, Sony를 중심으로 3D Consortium을 구성하였고, 2005년에는
일본 총무성 주관으로 UCT(Universal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향기도 맡을 수 있는 공감각 3D TV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유럽에서는 ATM망을 이용한 화상회의용 3D 입체영상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DISITIMA 프로젝트, PANORAMA 프로젝트에 이어 ATTEST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입체 TV방송의 시험방송을 수행한 바 있음
▪ 최근에는 3D Media Cluster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D PHONE, MOBILE 3D TV, Real 3D,
HELIUM 3D, MUTED, 3D 4YOU, 3D PRESENCE, VICTORY, 2020 3D Media, i3D Post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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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시장 분석
(1)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자 선호도 증가, 중소 기업 적합 업종 해제 등에 따른 민수 시장 규모의 대폭 증가 추세
 중국 저가 공세에 따른 글로벌 경쟁 격화로 수출 감소 전망
 광/LED 산업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2016년~2023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부는 2014년부터 백열전구 생산 및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2060 LED보급
프로젝트(2020년 민수 60%, 관수 100% LED조명 보급)에 따라 LED조명 보급 활성화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저가 중국산 부품 및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광/LED 품목별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66,782

70,588

74,611

78,863

83,358

88,109

93,131

98,440

5.7

생산

84,491

85,829

87,188

88,568

89,985

91,424

92,887

94,373

1.6

수출

32,489

31,217

29,996

28,822

27,697

26,617

25,579

24,581

-3.9

수입

14,377

14,958

15,562

16,191

16,838

17,512

18,212

18,941

4.0

* 주 : ’1. 시장규모는 생산+수출+수입 2. ’13~’15의 3개년 연평균 성장률(CAGR)을 계산하여 ’16~’23년 전망치작성
* 출처 :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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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BOE의 10세대 LCD 패널 공장의 양산 가동과 그에 따른
중국 수출 급감 등을 배경으로 감소. 2019년은 중국발 과잉 공급 영향으로 LCD 수출의
하락 폭 확대가 예상되나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OLED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하락곡선은 전년대비 둔화될 전망
▪ 중국 BOE의 대형 패널 양산 가동에 따라 글로벌 LCD 가격이 크게 하락함. OLED의 경우 TV 패널
수요 증가, 스마트폰 등 중소형 패널 수요 급증 등을 배경으로 관련 기술 및 독점적 공급력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에 긍정적 영향을 줌
▪ LCD는 TV,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의 정체가 이어지며 큰 수요 증가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CSOT,
Sharp 등 10세대급 공장이 연이어 가동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됨
▪ OLED는 스마트폰에서의 탑재 증가 및 탑재 크기 확대
- OLED TV 수요 증가 등 전방산업에서의 채택 확대
- 자동차 등 OLED 탑재 어플리케이션 확대 등 수요 측면에서의 긍정적 요인과 국내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공급 측면에서의 요인이 맞물리며 수출 성장 큰 폭 상승 가능
[ TV용 패널 가격(좌), 노트북 및 모니터용 패널 가격(우) ]

* 출처 : 월간 ICT 산업 동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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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생태계 현황
□ 광/LED는 광통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정밀기기, 광소재, 광정보기기, 광학기기의 6개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원 및 광전소자의 일부 제품과 광통신 분야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영위하고 있음
[ 광/LED 국내 생태계 ]
대분류

중분류

광통신

광원 및
광전소자

상품 및 기술

대표기업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가입자 전송장치,

옵티시스, 오피트 정보통신, 옵토웰,

광섬유/광케이블, 광 ICT용 AOC 모듈,

레이칸, 파인디지털, 엘디스,

발광/수광소자, 능동/수동소자 등

우리로광통신, 오리솔루션 등

LED, OLED, 일반조명기구 및 시스템,
융합조명시스템,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광
소재/셀/모듈, 비반도체 광변환기 등

LG이노텍, 삼성전자, 서울반도체, 루멘스,
금호전기, 말타니, 알토, 대한전광,
금호HT, 대양전기공업, 중외메티칼,
유양디엔유 등

이오테크닉스, 한빛레이저, 한국전광,
광정밀기기

레이저 및 응용기기, 광계측기기, 광센서기기,

하나기술, 큐빅레이저시 스템,

의료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등

한국알엠아이, 파이버프로, 광전자,
오토닉스 등

광/LED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광촉매, 광재료부품(비
광소재

통신용 광섬유 포함), 광학재료 부품(광학용
렌즈, 반사경 등의 부품 포함) 등

광디스크장치, 프로젝터, 무안경방식 3D
광정보기기

디스플레이(모 바일, 모니터, 영화관) /
입체시역형성 광학계, 다시점 입체영상 제작 등

쌍안경, 천체관측기기, 확대경, 열상카메라,
광학기기

복사기, 카메라모듈, 투영기, 현미경, 스캐너,
CCTV 등

코닝, 포스포, 대주전자재료, 아즈텍,
나노케미칼, 제일모직, 엘엠에스,
삼양옵틱스, 방주광학, 보임기술,
뉴바이오, 소모홀딩스앤 테크놀러지 등

삼성전자, LG전자, 파버나인코리 아,
코텍, LMS, 아이엠 등

삼성전자, LG전자, 한화테크윈
이오시스템, 서울광학산업, 프로옵틱스,
엠씨넥스, 한국하니웰, 토핀스,
아그파코리아, 세코닉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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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통신 분야는 미국, 일본 및 EU 등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기술 선도
▪ 중국, 대만 등은 저가의 인건비 및 자동화 설비 기반 저사양 제품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산업체와
제작단가 및 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옵티시스는 R&D 역량을 토대로 응용시장(의료, 디지털 사이니지, 방송장비 등)에 진출

□ 광원 및 광전소자 분야는 기술난이도가 높고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경쟁 우위를 가져 소수 대기업이 과점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소자제조 관련 부품‧소재 및 장비 산업은 특화 중소기업이 우위 분야임
▪ 루멘스는 세계 최초 LCD TV용 LED BLU 모듈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와 조명과
자동차용 LED 분야까지 섭렵

□ 광정밀기기 분야는 국내 센서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 상당수의 기업이 수입된 센서를 기반으로 제품의 후가공, 조립, 패키징에 의한 모듈 생산에 의존
▪ 이오테크닉스는 새로 개발한 레이저 신기술인 레이저 어닐링 기술을 개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과정에 투입을 위한 테스트 진행 중

□ 광소재 분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휴대폰 및 디지털 카메라, 초대형
망원경, 고해상도 카메라 등 다양한 광학기기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어 동반 시장 확대
▪ 엘엠에스는 기존 XLAS에 확산필름을 추가한 YLAS, 휘도 효율성을 올려주는 반사편광필름 PLAS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 도모

□ 광정보기기 분야는 차세대 분야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 및 정부의 지원, 수직계열화를
통한 성장을 통해 세계 1위 생산국으로 부상
▪ 그러나, 중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국의 추격으로 향후 시장 점유율 및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 삼성디스플레이는 Apple의 신작 ’아이폰11’용 디스플레이를 위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급

□ 광학기기 분야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3D 카메라를 적용하여 증강현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트리플 카메라로 진화하면서 광학 줌, 고해상도 등 DSLR 수준으로 개발되어 지고
있음
▪ 삼성전자는 최근 업계 최초 1억 화소가 넘는 제품을 공개하였으며, 차년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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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핵심플레이어 동향
◎ 국내 주요기업 동향
 우리로, 휘라포토닉스 등 국내 기업은 주로 광분배기 등 수동부품에서 능동부품 및
융복합시스템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 삼성전기 등이 화소 경쟁(2000만 화소까지 제품 개발)보다는
화질/손떨림방지 등 기능을 강조한 카메라 모듈 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로 확장 중
 기존의 유리렌즈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하광학에서는 카메라, 망원경, 쌍안경등의
중급기술의 경쟁력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형 천체 망원경 또는 고배율 현미경의
경우에는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 기술력 확보가 미미함
[ 광/LED 기술로드맵 전략분야의 범위 ]
구분

광/LED

주요내용

광통신

주요
제품/기술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가입자
전송장치,
광섬유/광케이
블, 광 ICT용
AOC 모듈,
발광/수광소자,
능동/수동소자 등

광원 및
광전소자
LED, OLED,
일반조명기구
및 시스템,
융합조명시스템
,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광
소재/셀/모듈,
비반도체
광변환기 등

광정밀기기

레이저 및
응용기기,
광계측기기,
광센서기기,
의료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등

해외기업

Avago,
Luxtera,
MergeOptics,
Finisar,
Reflex,
Photonics

Nichia,
LumiLEDs,
Cree, Osram,
Philips, GE,
SunPower,
First Solar

NEC, SCHOTT,
Rubicon,
Coherent,
Cobalt,
INOLIGHT,
LOTIS TII,
Micron
Optics, INO,
FISO

국내기업

옵티시스,
오피트
정보통신,
옵토웰,
레이칸,
파인디지털,
엘디스,
우리로광통신,
오리솔루션 등

LG이노텍,
삼성전자,
서울반도체,
루멘스,
금호전기,
말타니, 알토,
대한전광,
금호HT,
대양전기공업,
중외메티칼,
유양디엔유 등

이오테크닉스,
한빛레이저,
한국전광,
하나기술,
큐빅레이저시
스템,
한국알엠아이,
파이버프로,
광전자,
오토닉스 등

광소재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광촉매,
광재료부품(비
통신용 광섬유
포함),
광학재료
부품(광학용
렌즈, 반사경
등의 부품
포함) 등
FLIR Systems,
L-3,
Rhytheon,
BAE Systems,
LightPath,
Sumitomo,
Anteryon,
Umicore,
Vitron
코닝, 포스포,
대주전자재료,
아즈텍,
나노케미칼,
제일모직, 엘엠에스,
삼양옵틱스,
방주광학,
보임기술,
뉴바이오,
소모홀딩스앤
테크놀러지 등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광디스크장치,
프로젝터,
무안경방식 3D
디스플레이(모
바일, 모니터,
영화관) /
입체시역형성
광학계, 다시점
입체영상 제작 등

쌍안경,
천체관측기기,
확대경,
열상카메라,
복사기,
카메라모듈,
투영기, 현미경,
스캐너, CCTV
등

SONY,
SANYO,
Panasonic,
DTI,
Holografika

Nikon, SONY,
Fujifilm,
Panasonic,
Olympus, PRI,
BENQ

삼성전자,
LG전자,
파버나인코리
아, 코텍,
LMS, 아이엠
등

삼성전자,
LG전자,
한화테크윈
이오시스템,
서울광학산업,
프로옵틱스,
엠씨넥스,
한국하니웰,
토핀스,
아그파코리아,
세코닉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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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해외 기술 동향
(1) 주요 기술
 LED, 광학렌즈, 광센서, 레이저 등 광원 및 광기술 기반으로 이종간 융합을 통한 자동차,
의료, 바이오, 농수산, 환경, 에너지, 정보가전, 문화 컨텐츠, 교통 및 보안 등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은 차세대 IoT 적용 센서 산업 육성, 산학연 이종융합 연구 지원 강화를 하고 있고,
유럽은 LED 양산화 및 고품질 융합 LED 개발, 일본을 휴대폰 카메라 렌즈, 유리소재 부품을
통한 연구 개발 추진
 특히 LED조명 시장은 단순 조명 시장에서 LED 융합조명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
대체형 시장에서 감성 중심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고 새로운 기능성을 갖는 시스템 조명,
농생명 해양, 의료 및 환경, 교통 및 안전 등과의 융합 기술 개발 진행 중
 융합조명시스템 분야는 부품/모듈, 조명/디스플레이 기기,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공급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융합조명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 제품은 부품으로, 일부는 완성품의
형태로, 또는 제어기가 탑재된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
 융합조명 분야의 특허 점유 비중이 산업융합 분야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환경/안전융합(14%), 정보통신융합(12%) 및 문화예술융합(11%) 분야 순으로 점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육상 수송, 농축수산 및 의료 융합 분야의 특허출원도
최근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가시광선외 UV LED 광원을 응용하여 의료/환경, 농수산 및 국방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본격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300nm 이하 대역의 UV LED 광원 및 관련 응용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이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광정밀기기 및 광소재 등 융복합 기술 중에서 메디바이오 광계측 기술, 레이저 광 이미징
기술, 코히어런트 광 융합 기술 등이 매우 중요한 10대 기술로 분류되었음
 광-의료 융·복합기술은 차세대 영상진단기기로 주목받는 OCT와 같은 투과형 영상시스템,
레이저 및 LED를 이용하는 외과적 치료기기, 무체혈 비침습 진단기기, 그리고 광
역학시스템과 빛을 이용하는 심미치료용 기기 등에 접목되고 있음
 광-국방 융·복합기술은 센서 및 고정밀 탐지, 추적기술을 활용한 감시정찰시스템, 위성을 통한
원격감시시스템 등에 접목됨
 광-통신 융·복합기술은 COMS 및 Si 포토닉스를 활용한 광변조기, 인터커넥터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광-환경, 광-에너지는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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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원천 소재는 단기적으로 결정질 실리콘 계 (c-Si)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리콘 계 (c-Si)와 함께 박막 (CIGS)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전망
 결정질 실리콘 태영전지는 폴리실리콘의 가격하락, 효율 및 생산성 향상, 수직계열화 완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되고 있으며, 단결정 실리콘을 사용한 전지는 집광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기록이 약 24% 정도이며 집광장치를 사용한 전지는 28% 이상의 효율이 발표
▪ 다결정 실리콘 전지는 약 18% 효율이 발표되었는데, 효율의 도달 한계치는 단결정이 35%,
다결정이 19%정도인 것으로 예측

 박막태양전지는 최근 미국, 중동, 인도, 중국 등 ±35° 위도의 선벨트(Sunbelt) 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국토와 많은 일사량을 보유한 국가들이 지상설치 시스템(Ground Mounted System)의
방식으로 성장성이 높아지면서, 박막 태양전지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BIPV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기존 결정질 태양광모듈을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염료감응태양전지 기술의 접목을 시도
 미래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및 활용을 위한 정보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광학회 및 포토닉연구회에서는 ’10년 포토닉스로드맵에서 개인의 정보사용량이
’20년까지 약 100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이에 따라 광통신 산업은 기존의 기간망/가입자망 광통신 관련 시스템/부품산업의 틀을 벗어나
데이터 센터의 대용량 정보전송을 중심으로 광연결 기술이 핵심으로 부각됨

 국방, 조선, 의료, 보안, 건설,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통합 관리를 위한
대용량 정보처리 기술을 필요로 하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광통신 기술이
융합된 광 ICT 기술로 진화하고 있음
 광연결 관련 기술은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센터용
광인터커넥션 제품(AOC:Active Optical Cable)을 생산하는 대표적 기업들로는 Avago,
Luxtera, MergeOptics, Finisar, Reflex Photonics 등이 있으며 이 회사들은 cable 회사, IC
제작자, 광모듈 제작사, system 제작사들과 함께 공동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또한 나노 반도체 기술의 나노입자, 나노선, 나노박막과 배열기술이 융/복/결합하여
수동형/능동현 광소자의 제조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가하고, 나노 입자의 정보 저장·생성의
장점과 나노선의 정보 전송의 장점을 활용하여 Gbps의 광통신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
 3D영상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일본기업이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미국시장에 해외 출원인의 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기업의 출원율이 높고
유럽, 일본에의 출원도 증가하고 한국에의 출원도 최근은 증가세임

 렌즈 어레이 기술 분야나 3D 콘텐츠 획득 기술 분야 보다는 일본 대기업 위주의 3D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관한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일본 주요
출원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해외시장에 대한 외국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반기술에 대한 다양한 응용기술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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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분야별로는 모바일 및 TV 분야에 관련된 입체 구현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초대형 입체 디스플레이분야에 관련하여서는 2D 사이니지 분야에 머무르고 있고 향후
초대형 3D 입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부품 기술 및 제품에 관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광정밀기기(레이저) 및 광소재 분야 중에서 광반도체 소재 분야는 69%, 광섬유 소재 분야는
30%로 광반도체 소재 분야의 점유 비중이 매우 높으나, 최근 출원이 감소하고 있고 광섬유
소재 분야의 초기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광반도체 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GaAs 기반 소재, InP 기반 소재 및 GaN 기반 소재
기술 등이 있으며, 광섬유 소재 분야는 비선형 광섬유, 편광 유지용 광섬유 및 다중코어
광섬유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모바일 카메라 고성능화, 소형화, 경량화가 가속화로 렌즈의
경량화와 소형화도 지속될 전망
▪ 최근 광학렌즈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와 차량용 Night Vision,열상 감시 시스템
등으로 세분화, 고성능, 소형화, 고부가가치화 시장 형성에 대한 기술 개발 지속

 기존 광학렌즈 적용 분야는 차량용 카메라, 야간감시용 적외선 카메라, 태양광용 집광렌즈,
모듈일체형 Reflowagle 렌즈 등 신규 시장으로 기술개발 확대
▪ 가시광용 소형 카메라 모듈의 가격인하 및 수율 향상을 위해 고집적 적층형 렌즈어셈블리를 적용한
초박형카메라 모듈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해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해드업디스플레이(HUD) 등에서
자유 곡면 가공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적외선용 고가의 결정질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낮은
원가와 몰드 성형 공정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칼코지나이드 유리가 개발되었으나 경도가
매우 약하여 내구성에 문제가 있음
▪ 일본 Sumitomo에서 고가의 CVD-ZnS 대체하기 위하여 ZnS 나노분말을 이용한 소결공정을 통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ZnS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양산 초기임

 가공용 레이저는 최근 레이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가공용도가 활발해 지면서
고출력화로 진화하고 있으며, 대초정밀/초고속 레이저 절단(half cut, full cut), 제거,
트리밍(trimming), 리페어(repair) 등의 복합/유연 레이저 가공/장비 기술과 소형 레이저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전개
 의료용 레이저는 그동안 미용 전용이나 레이저의 출력이 1W 미만인 것을 저출력으로
분류하고, 생체자극을 통한 통증완화, 상처치유, 모발생성촉진 등의 가벼운 질환 치료에
이용되었으나, 1W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photothermal effect,
photoacoustic effect, photochemical effect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전 분야로 확대
 최근의 광센서는 구동전압을 기존 소자 대비 50% 이하로 낮춰 착용형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은 물론 가시광선 이미징기술, 의료 진단·검사, 빛을 이용한
무선통신(Li-Fi)에 활용할 수 있고, 시각 이미징, 광통신, 스캐너, 정밀 의료기기에 다양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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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센서는 열자외선감지센서(Thermopiles/UV), 방사능센서(Radiation),
습도센서(Humidity), 유해물질감지 센서(Gas-Chemical)와 같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
분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광계측기기는 경제성, 설치의 어려움 오랜 동안 적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국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인식 재고로 상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노후된
교량, 건물 등의 보수와 발전기, 항공기 등 광섬유 기반 광센서 시스템 관련하여 실시간
광계측 기술 개발 가속화
 Micro LED 5~10은 기존과 비슷한 구조지만 마이크로미터의 초소형 단자로 기존 LED로
구현할 수 없는 휘어짐, 깨짐, 경량화 등을 극복할 수 있고 전력효율이 OLED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 특히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증강현실(AR) 구현이나 OLED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 내부 지문인식 모듈 통합은 휘어짐으로 제약이 많았던 웨어러블 기기에 다양한 접목이
가능해져 OLED를 빠르게 대체할 기술로 주목
▪ 가상현실(VR) 이 차세대 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더욱 현실감 있는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요구 증가
▪ 사람 눈과의 거리가 5VR ㎝도 안 되는 헤드셋에는 짧은 시청 거리 때문에 보다 선명하고
반응속도가 빠른 디스플레이가 필요
▪ Micro LED HMD(Head Mounted Display) VR 는 극도의 고해상도로 현재 방식 기기가 갖는
화질 무게 ,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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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업 기술 현황
 소형 폼 팩터, 저전력, 최고 감도 및 다중 센서 통합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급센서를 제공하는 업체인 오스트리아 기업 AMS AG는 광 측정을 위한 새로운 광센서와
모바일 장치에서 3D광 감지에 최적화 된 슬림형 IR 레이저 플러드 조명기를 출시
▪ 광측정을 위한 새로운 광장치는 AS7341로 크기가 작아 휴대전화 및 악세서리 같은 제품에 쉽게
적용가능하고 타 광센서보다 광범위한 조건에서 보다 정밀한 스펙트럼을 측정 가능. 카메라 이미지
최적화 외에도 사물 색상 측정이나 피부색조 측정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함
▪ 모바일 장치에서 3D광 감지에 최적화 된 슬림형 IR 레이저 플러드 조명기는 MERANO-PD라는
제품으로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이미터에 생성되는 빔의 균일한 세기로
최소한의 보정으로 3D 감지시스템에 적합, 사용되는 장치 안에 디퓨저 손상을 감지하는 통합
광다이오드가 포함되어 있어 눈의 안전까지 보호 가능
[ AMS AG 사의 AS7341 모델 ]



Mosfet, 다이오드, 정류기, 저항기, 인덕터 및 캐패시터를 제작하는 미국 비쉐이
인터테크놀로지는 살균, 위생, 정제목적을 위한 발광다이오드와 폴리머 탄탈칩 커패시터인
T-55 시리즈를 개발함
▪ 폴리테크 커패시티는 표준 V 케이스(EIA 7343-20)의 소자보다 0.1mm 낮은 높이를 가짐,
생산하는 패키지의 밀도를 높이고 더 얇은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줌. 사양은 +25℃에서
500mΩ에서 7mΩ까지 매우 낮은 ESR을 제공, 폴리머 음극의 결과로 인상화망간장치보다 훨씬
향상된 기능을 제공
▪ 비쉐이 인터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발광다이오드는 수은 UVC 램프를 대체 할 수 있고 외부 렌즈
없이 100mA에서 방출각을 ±60°, 방사전력을 18mW까지 제공 가능

 Apple이 마이크로LED 전문 업체 ’LuxVue Technology’를 인수하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 및 유럽, 대만 등의 글로벌 업체의 기술개발 및 제품 출시 준비
▪ 마이크로LED 전문업체 ’LuxVue Technology’를 인수(2014년)하고, 대만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며
차기 스마트기기에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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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산업기술연구소(ITRI)는
결합된디바이스를 발표(2013년)

일반

안경과

0.37인치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가

▪ 녹색으로 정보가 표시되는 단색 디스플레이로써, 소비 전력이 1W에 불과해 OLED보다 낮은 수준 보임

 일본 Sony는 RGB 마이크로LED를 화면 표면에 배치하여 각 화소를 독립적으로 구동시 키는
’클래디스(CLEDIS)’ 디스플레이를 개발
▪ 클래디스 기술을 탑재한 대면적 화면 중심의 사이니지(Signage)를 2017년에 상용화

 대만 홍하이는 폭스콘(Foxconn)이 소유한 일본 전자 업체 Sharp는 마이크로LED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이럭스’에 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31.8% 확보
▪ 한국 OLED 기술 추격의 난항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LED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다변화 움직임

 영국의 큐트서킷(CuteCircuit)은 세계 최초로 RGB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tshirtOS’라는 셔츠를 판매
▪ 앱을 통한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밍, 세탁 기능, USB를 통한 충전 등 섬유 및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완성도 높은 일체형 Wearable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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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기술 동향
 LED 조명 기술은 고효율 및 고신뢰성 기술 개발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가격화 및
상용화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핵심요소기술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고효율 저가격화 대량생산 체제를 위한 Non-sapphire(Gan, Si) 및 나노 LED 기술, 표준형
LED엔진, 부품소재 및 제조 공정의 국산화, 부품의 일체화 및 컴팩트화, 제조 Value Engineering
등 기술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명 부품 호환성 확보를 위한 부품 설계 및 제작, A/S
수월성에 대한 기술개발 진행 중
▪ 또한 인간의 감성 및 환경 맞춤형 고품질 조명에 대한 고연색성, 눈부심 억제를 통한 고품질화,
신개념 및 컴팩트 기구 디자인 기술, 에너지절감 및 고기능성, 감성화를 위한 시스템화 기술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글레어 최소화 및 배광 제어 기술, 근접영역
2차렌즈 기술을 통한 광학계 소형화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최근 국내외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방사
기준에 적합한 조명기구 개발 필요성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앞으로 LED의 소형화와 인쇄방식의 OLED 패널의 기술개발로 조명 제품의 플럭시블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일체형 조명 등 건축화 조명 기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조명 기술은 단순히 빛을 공급하여 작업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각 및 공간, 사용자의
환경과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및 인간 중심 최적화 조명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명시스템의 통합화, 지능화, 다기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LED/OLED 일반조명분야의 특허 출원을 분석해보면, 시스템 조명분야는 62%,
감성조명분야는 38%로 시스템 조명 분야의 점유 비중이 매우 높으며, 분석 구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특허청 조사)

 또한 감성조명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투명한 조명 기술, 플럭시블 조명 구현기술, 자연광 스펙트럼
구현 기술 등이 있고, 시스템조명 조명 분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기술,
환경변화 대응 자가 진단 및 제어 기술, 사용자 맞춤형 최적화 기술 등이 중점 출원되고 있음
 광연결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는 AOC 제품화를 끝낸 해외 선도 기업들이 가지는
기술적 우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국내 데이터 센터용 AOC 산업 기반은 미미한 상황이며
옵티시스, 오피트 정보통신 등의 국내기업에서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아가고 있으나, Home
Theater용 저사양 AOC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사양 AOC 시장에서는 아직 성장 단계임
 적외선 소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국가과제로 중적외선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TeO2계
유리소재 및 소결 ZnS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적외선 소재는 최외각에 내구성 코팅이 필요하며 군수용과는 다른 민수용 시장을 위한 저가형
내구성 코팅 기술 개발이 필요함

 광계측용 레이저는 사회안전, 산업, 의료, 군수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과 관련한 기술로 전자코
및 리모트 센싱 등의 미래 신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분야이며, 중적외선 대역의 광원 개발이
필수적이고, 현재 국내의 연구성과는 해외에서 상용화기술 개발과 비교하여 매우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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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체 동향
 LED 조명업체 DB라이텍, 옥외광고 조명사업 본격 진출
▪ 자체개발한 LED 모듈 및 특허 인정받아 공공조명시장 영업 탄력, 2018년 하반기에 투광등,
도로조명 등 34종도 추진
▪ 모듈형 LED(발광다이오드) 도로조명, 실내조명 등 26종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받음
LED 도로조명인 가로·보안등, 터널 등의 경우 열 전도율이 높은 구리 회로기판에 LED광원을
삽입하는 특허기술과 LED광원에서 발생된 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제품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핀-플레이트(Fin-plate) 기술이 적용 실내용 엣지 평판 조명은 주로 사무실, 상업시설, 빌딩 등에
사용됨 LED광원이 모서리 부분에 부착돼 광원의 열기로 인해 발생하는 도광판 팽창 및 LED모듈
손상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도광판 팽창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 유격도 최소화 함 광손실 방지설계를
통해 특정부위가 유독 밝게 보이는 빛 튐 현상을 없애 빛의 편차를 줄임
▪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시장 조명분야 규모는 약 7000억원(2017년 기준) 수준이며, 매년 30% 이상
성장할 전망.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과 기존 조명의 짧은 수명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맞물려
LED조명 교체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 금빛의 조달청 인증받은 LED 조명 ]

 국내기업 루멘스는 차세대 광원으로 주목 받은 LED 기술로 2004년 설립된 글로벌 LED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 LCD TV용 LED BLU 모듈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Tv, 노트북 PC,
모바일 등 디스플레이 분야와 조명과 자동차용 LED 분야까지 섭렵
▪ 마이크로 LED 패널은 손톱보다 작은 화면에 100만개의 픽셀을 담아낸 초정밀 디스플레이어로,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형태, 해상도에 제약이 없고,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와 달리 발광효율과
내구성이 월등. 핵심기술과 연관된 특허출원도 100여건에 이름
▪ 2019년 상반기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사 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며,
핵심 기술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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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멘스의 마이크로 LED 구조 ]

[ 루멘스의 사업 분야 ]

* 출처 : 루멘스 홈페이지

 LG이노텍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LG그룹의 종합부품 업체로서
광학솔루션, 기판소재, 전장부품, LED 사업부문 총 4개 사업부 체재로 운영 중 (매출 :
광학솔루션 56.2%, 전장부품 18,7%, 기판소재 15.2%, LED 9.9%). 2019년 스마트폰용
ToF(Time of Flight, 비행시간 거리측정)을 양산, 3D 센싱모듈 시장 선점 중
▪ ToF 모듈은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 사물의 입체감과
공간 정보,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최첨단 3D 센싱 부품으로 인식가능한 구간거리가 길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슬림하게 만들 수 있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제품. 이 모듈을 이용해 생체 인증이나
동작 인식,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부품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세계 최고 수준의 R&D 경쟁력을
확보한 3D 센싱모듈에 확대 적용. 두 제품 모두 빛을 다루는 광학 기술이 핵심 기반인 만큼 제품
설계와 생산공정, 마케팅 측면에서 사업간의 시너지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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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이노텍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 추이표 ]

[ LG이노텍의 3D 센싱모듈 ]

* 출처 : LG 이노텍

 삼성전자, 극자외선(EUV) 노광 기술을 이용한 7나노미터 공정 개발을 마치고 양산 시작
▪ 7LPP 공정은 10나노 2세대(10LPE) 공정 대비 면적을 약 40% 줄일 수 있고, 약 20% 향상된
성능 또는 약 50% 향상된 전력 효율을 제공
▪ 2000년대부터 반도체 미세공정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광원인 EUV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 EUV 기술 연구에 돌입, 장비 업체인 에코시스템 파트너와 협력해 기술 안정성과 생산성
확보에 집중한 결과임
▪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는 7나노 공정을 먼저 개발, Apple 아이폰 XS용 칩셋을 생산 중,
중국 화웨이를 비롯해 미국 프로세서 기업 AMD, 그래픽 처리장치(GPU)로 알려진 엔비디아 등
TSMC의 나노 반도체를 선택. 삼성은 미국 IBM과 협력을 맺으면서 대만 TSMC와 경쟁구도를 갖춤

[ 삼성전자가 선보일 파운드리 미세공정 ]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

*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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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분석
가. 해외 정책 동향
◎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와 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의 부각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확대
 LED 조명, 태양전지, 광정보기기, 저전력 초고속 광통신 등 고효율 친환경적인 LED·광산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에너지 절감,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
▪ 특히 미국은 5개의 광기술주도 분야(선진 제조기술, 정보통신, 국방 및 국가 안보, 에너지, 건강 및
의약)에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4년에
Photonics 21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2011년에 12차 경제개발계획에 광통신 시스템
장비, 광전소자, 센터 등의 기술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광/LED 분야 국가별 주요 정책 현황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대만

창조경제
LED조명 프로젝트
LED조명 보급
20160 계획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사업

2010신성장 전략
에너지절감법 개정
21세기 광프로젝트
에코포인트 그린
가전

2011 혁신전략보고
서(광기술주도
5개분야 경쟁력확보)
조명 이니셔티브
ESA-백열등 퇴출

에너지절감 지침
Photonics 21
프로그램 및 Horizon
2020+Photonics
PPP
2016년 에너지
B등급이하 판매금지

과학기술 125정책
투자개발
백열등 퇴출
광기술 발전영역
특정

◎ 세계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및 지원 정책 추진
 전 세계적으로 백열등 사용금지 정책, 대대적인 공공 시범사업,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정책 등을 실시 중이며, 세계 주요국은 LED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R&D투자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표준 도입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백열등 사용금지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2014년 이후, 대만은 2012년 이후, 중국은 2017년 이후
전면적인 사용금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은 “차세대 조명 이니셔티브(initiative) 프로그램” 기초 및 핵심요소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Vision 2002” 사업 추진하여 세계 LED조명시장의 50%
점유를 목표로 2020년까지 200lm/W 고효율 파워칩 개발에 주력
* “Multi-Year Program Plan과 R&D Plan”을 통해 LED 패키지 및 조명의 성능 및 가격 목표와
LED 제조, 원천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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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DOE)의 LED 원천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
프로그램

주요 내용

Energy Star

Ÿ

에너지부가 마련한 효율성 및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조명용 LED
제품에 대해 에너지 스타 인증마크를 부착

SSL Quality
Advocate

Ÿ

DOE와 NGLIA 공동 운영 프로그램, LED 조명제품 성능을 Lighting
Fact 라벨에 표기하는 제도

Ÿ

시장 유통 제품을 샘플링하여 제조자가 표기한 LED 제품의 성능과 실제
제품의 성능 일치 여부 비교/검증

Ÿ

LED 조명 제품을 실제 장소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특성을
모니터링하는 실증 프로그램

Ÿ

Lighting Research Center에 의해 ’02년에 설립되어 LED 연구 및
관련정보 제공, 교육, 재정 후원

Ÿ

주정부 지정한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

CALiPER

Gateway

ASSIST
Program
EERS

▪ EU는 에너지절감 지침에 따라 백열전구 판매 금지를 2009년 이후 전면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에너지절감법 개정(2009)으로 LED보급 및 응용제품개발 추진을 통해 투자촉진 세제
감면(7~30% 감면) 및 주택건축물 고효율 에너지도입 제도 추진 중이며, “Light for 21C”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20lm/W 진행 및 조명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20% 감소 추진함
▪ 중국은 2010년까지 조명에 소모되는 에너지 50% 절약 및 ’17년부터 백열등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가로등용 LED조명 보급률을 10% 이상 확대 및 시범도시로 텐진, 하얼빈, 광저우 등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도시 10,000개에서 50개 도시 2,000,000개 규모로 보급 사업
추진 중
▪ 대만은 대규모 LED 제조설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경기부양 여력과 고속 경제성장, 건설경기 활성화 등 신흥경제국은 자국의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절약 솔루션으로 에너지 절감형 LED조명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33

전략분야 현황분석

[ 광/LED 분야 국가별 주요 지원정책 현황 ]
국가

주요 정책

한국

▶ 백열전구 퇴출계획('08)
- ’14년부터는 국내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
▶ '20년까지 국내조명 60%를 LED조명으로 대체하는 LED조명 2060계획 진행(공공기관의 조명은
100% LED 교체)
▶ 파리협정 발효(’16.11) 등 글로벌 환경규범 본격화 연계
-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조명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조명 보급 활성화 로드맵
작성중

미국

▶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Vision 2020)’ 사업
- 세계 LED조명시장의 50% 점유를 목표로, '20년까지 200lm/W의 고효율 파워칩을 개발하고,
'14년에는 백열등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
▶ 캘리포니아 주는 에너지효율에 대한 조례를 마련
- 신규주택에 들어가는 조명제품의 50%를 40lm/W 이상의 광효율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
▶ DOE 주도로 '30년까지 전기에너지 60% 절감을 목표로 LED 및 OLED 광원과 조명 연구개발
추진 중(’15년 25.6M$ 펀딩) - LED보급률 6%(’14년)→40%(’20)→88%(’30)
- LED광효율 173lm/W(’14년)→226lm/W(’20년)→250lm/W(’30년)
▶ 경기부양책으로 클린에너지사업 활성화
▶ DOE는 실증 기반 스마트조명 효율 및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여 '35년까지 39% 스마트조명 보급,
75% 에너지 절감 추진

EU

▶ EU 에너지절감 지침에 따라 백열전구 판매 금지
- (’09) 100W →(’10) 75W → (’11) 60W → (’12) 전면 판매금지
▶ ’10년 백열전구, ’13년 할로겐전구, ’20년 수은사용에 대한 순차적 규제 실시
- LED조명이 ’12년 전체시장의 14%에서 ’20년까지 90%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유럽램프제조협회)
▶ LED연구 혁신 및 경쟁력 촉진을 위해 ’14년 Horizon 2020 추진계획 발표 시행, ’20년까지 총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
- 연평균 14.6 % 지속적 성장하여 ’15년 65.8억 달러의 시장규모 형성 기여
▶ 스마트조명 로드맵 구축, 효율 및 에너지규제 검토 중(표준/ErP 규제 연계)

일본

▶ 에너지절감법 개정('09)으로 LED보급 및 응용제품개발 추진
- 투자촉진 세제(7~30% 감면),주택건축물 고효율 에너지도입)
▶ 통산성을 중심으로 Light for 21C 프로젝트 추진
- 120lm/W진행, 조명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20% 감소추진
▶ 일본조명제조협회는 “Lihging Vision 2030”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LED조명 100%와
스마트조명 40% 보급 달성을 실현하여 조명에너지절감 60% 이상 절감 목표 추진

중국

▶ '10년까지 조명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50%를 절약키로 하고, ’17년부터 백열등의 사용을 금지
- 가로등용 LED조명 보급률을 10% 이상 확대
- 시범도시로 텐진, 하얼빈, 광저우 등 지정
▶ '10년 11월 LED조명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
▶ '20년 70% LED조명 보급을 목표로 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육성사업 추진 중 - 13차 5개년
계획(LED SSL R&D)에 40억 위안(7,200억원)투입
▶ 국제 사회에서 스마트조명 분야의 영향력 확대(IEC/ISO 의장 및 간사)

대만

▶ ’차세대 광원기술개발 및 보급전략’을 진행
- '12년 백열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에서는 백열전구의 사용을 금지
- '02년 대규모 투자로 우리나라의 5배 규모의 LED제조설비를 구축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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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ESNA(북미조명학회), CIE(국제조명위원회) 및 MLO(옥외조명등기구가이드라인) 등
국제기관에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배광형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주지역에서는 LCS(Luminaire Classification System) 기술 지침에 따라 배광분류 및 국가
주도 배광 개발 모델 제시와 제품 개발 진행하고 있음

◎ LED Connected Lighting에 대한 R&D 투자 및 정책적 지원 활발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덴마크 DOLL 등 LED Lighting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테스트베드 운영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기술대학(AIT)의 Building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운영

AHEM

Laboratory,

오스트리아

나. 국내 정책 동향
◎ 광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산업 육성에 정부 및 세계 선진국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정부는 범부처 사업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 표시기기 분야를 광정보기기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상정보기기에 대해서 미국, 일본, 한국은
원천기술과 양산기술의 핵심요소기술보유국이고 홀로그램 및 3D 관련 산업을 육성 중
 광통신 분야는 정부에서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K-ICT 전략」
수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감성형 단말·지능형 ICT모듈, 지능형
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비롯하여 5G 이동통신기술과 스마트네트워크를 선정 추진
 세계적으로 UV LED 광원 개발은 2002년 미국 국방성(DOE)의 “SUVOS” 프로그램에서 20여
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살균, 의료, 환경 등 민간 부분 뿐만
아니라 탄저균검출, NLOS 및 수질 정화 등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340nm와
280nm급 UV LED 광원 개발이 진행 중
 광학 소재, 렌즈, 광학 모듈 및 시스템은 자동차 블랙박스, 방범 및 보안용 카메라 등에 대한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인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진국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고급 기술 및 장비, 부품, 소재에 대하여 수출을 통제
 광센서 분야는 정부에서 ’25년까지 센서산업 고도화를 통해 센서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 센서 10개 국산화, 세계 센서 시장점유율 5.0%, 세계 최고 수준의 중견
센서기업 20개 육성을 향후 비전으로 설정
 국내의 경우, 백열전구 퇴출계획(2008)을 밝히고 ’14년부터는 국내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있으며, “LED조명 2060 계획’ 등 국가적 차원의 LED조명
보급정책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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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발효(’16.11) 등 글로벌 환경규범 본격화를 통해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조명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조명 보급 활성화
로드맵 작성 중

◎ 광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00년 광주시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지역전략산업
진흥 차원에서 전개
 ’00년도부터 광주시에 한국광기술원 건립 및 연구개발 장비 구축 등의 인프라 중심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Photonics 2020 수립(’10.9)을 통해 차세대 광기반
융합산업으로 육성
▪ 1단계(’00~’03, 4,020억 원) : 인프라 중심의 집적화 단지 조성
* 한국광기술원 건립, 광통신부품 시험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장비 구축 등)
▪ 2단계(’04~’08, 3,653억 원) : 특화분야(광통신, LED)의 상업화 지원
*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 광통신부품시제품생산지원, 광부품 시험‧인증기반,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 18개 사업
▪ 3단계(’09~’12, 613억 원) : 차세대 광기반 융합산업 육성
* 차세대 광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글로벌마케팅, 인력양성 등 5개 사업

◎ 광/LED 분야의 국내 R&D는 첨단 기술에 기반하거나 융합하는 기술 내용으로 지원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연구 과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LED/OLED 분야, 레이저 분야, 광 분야로 분류한 결과, 전체 구간에 걸쳐 LED/OLED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레이저, 광융합의 순으로 관련 연구 진행
 용도별 분석 결과, 2010년 이전에는 고출력, 고효율, 초고속, 초정밀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과제가 다수 진행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플렉서블 OLED, 초고효율 LED소자, 자동화,
그린 친환경, 대면적 구동, 시스템조명, 편의성 및 저가격화, 친환경 관련된 과제가 주류를 이룸
 최근 5년간 정부 R＆D 과제의 연도별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분석 전 구간에 걸쳐
GaN기판, 적외선 및 자외선 LED, 시스템조명. 테라헤르츠, 나노공정, 백색 LED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으며, 분광기술에서 3차원 영상 시스템 기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공, 반도체, IT, 자동차, 홈네트워크, 복합 계측장비에 대한 R＆D가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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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부 R&D 지원 현황(2009년~2015년) ]
정부 R&D 과제 분류

주요 용도 및 키워드
Ÿ

감성 LED 조명, 에코 LED 조명, LED시스템조명,
스마트조명시스템, 살균, 유해물질 분해 및 제거, 안전 및
위험방지용 IT융합 LED 조명, 자연광 및 고연색성 구현 LED 조명

Ÿ

3D 스캐너, 광학 터치 센서, 광센서, 파장인식 센서, 열화상,
바이오칩 스캐너, 표면 방출 레이저, 광섬유 격자 센서, 3D Tag,
이미지 센서, 홀로그램 영상 비교, 거리측정 시스텝, 형광 공초점
현미경, 동작인식 센서, 광학 스캐너, 야간투시 카메라 광학 유리,
적외선 검출기용 PIMNT(단결정 소재, 테라헤르츠센서, 비전센서,
근접센서, 회전속도 센서, 세포영상 측정, 동적거동 계측, 바이오
광이미징, 핵융합 물질 측정, 방사선 측정

Ÿ

광스위치, 광송수신기, 광전모듈, 가시광통신, 광대역 광섬유, XFP
송수신기, 광픽업, 입체영상, 레이저 디지털 홀로그래피, Fiber
Array Injection Locking LD

Ÿ

청색 레이저, 그린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고체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극초단 펄스 레이저

Ÿ

다종 파장 레이저, 광역동, 다방면 조사, 지방분해, 골치유,
피부재생, MALDI-TOF 질량 분석기

Ÿ

레이저 드릴링, 노광, PCB 가공, 절단기, 직접 조형, 패터닝,
유리절단, 3D 마킹

Ÿ

GaN 성장, LED 구조, 방열, 형광체, 광응답소재, 패키징, 양자점
적용, 고효율, 고휘도, 백색 LED, 고출력 광컨넥터, COB 엔진

Ÿ

초미세 광원, 펨토초 광원, 유기 레이저 다이오드, 미소 광원,
유연 광원, 분자운동, 제어용 광원, LED 소자 및 패키징 제조
장비

Ÿ

자동차 지능형 조명/통신, 식물생장, 방송조명, 모바일 프로젝터
광엔진, 모바일 카메라 렌즈, 모바일 레이저 다이오드, 조선해양용
조명, 무대 조명, 방폭조명 등

감성건강 에코 조명

인지 및 환경 인식

초고속 무간섭 정보전달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의료용 레이저

미세 정밀 가공/용접

차세대 광소자

신개념 광원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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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전략제품
가. R&D 추진전략
 본 로드맵의 주요 범위는 광/LED이며 이 범위에 대한 주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시장대응전략을 수립했음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국가 정책적 지원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형 광융합 시장 진입을 위한
차별화 기술개발 선점 및 소량 다품종 고부가가치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필요
▪ 소량 다품종 광융합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 부재
▪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기술 규제 및 기업 정책 지원 필요

 국내외 건설,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가전 등 수요 및 융합 산업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Supply Chain망 구축과 생산 원가 및 수율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필요
▪ 국내 IT/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관련 융합 및 수요 산업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
▪ LED, OLED 등 신광원의 효율 및 제조 기술의 꾸준한 발전 및 관련 IT융합 기술의 발전

 글로벌 현지 수요자 요구 및 융합 신시장(정보통신, 가전, 수송기기, 의료, 바이오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한 미개척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브랜드 창출 전략 수립
▪ ICT 및 첨단 융합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광융합 신시장 창출 및 확대 기회 도래
▪ 신흥경제국의 건설경기 부양 및 전력난 해소, 초고속 IT 확대 등으로 시장 침투 기회 증가
▪ 원전 폐쇄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고효율 조명/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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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기회요인

위협요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ICT산업 강한 육성의지
•각국의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의무화 추진과
감시 및 안전시스템 보급 촉진 정책 추진
정책

•단기적 미시적 R&D 지원 및 개발 정책으로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소멸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하에 융합기술에 대한

•선진국 및 선진 글로벌 기업의 조기 산업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음

정책으로 후발 주자들의 극복 정책이 부족

•국내 “LED조명 2060 계획”, 태양전지 등
국가적 차원의 보급정책 추진 중
•IT 등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대용량 정보 처리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및 환경 구축으로

및 대면적 표시 요구의 급격한 증가세
산업

산업기술 선점 및 신시장 조기 진입으로

•자동차, 휴대폰, HMD, VR/홍체 인식 카메라

중소기업은 변화에 따라가기 힘듦

등 신시장에 따라 관련 광학 부품 시장 확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신기술에 비해 비중이 낮은

•세계 에너지 절감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LED

전자부품 산업의 경쟁력 하락 및 도태 우려

조명 및 태양광의 공공 시장 보급 활성화

•높은 시장진입 장벽에 의해 선도 기업들의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의 선진화로 세계 시장의
시장

선구자로 돌입 가능

독과점과 수직계열화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등장 및 자국 기업 보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하청업체의
협력으로 시장의 경쟁성 확보

정책에 따른 글로벌 시장 침투 어려움
•세계 시장의 경기 불확실성 대두 및 글로벌
가격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 구조 악화

•국내 IT/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관련 융합
및 수요 산업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
•LED, OLED 등 신광원의 효율 및 제조 기술의
기술

꾸준한 발전 및 관련 IT융합 기술의 발전
•광통신 및 광정보기기의 광 ICT 부품 기술
확장과 센서, 렌즈 등 광소재 및 광정밀기기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격차 및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취약함
•국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과 대량생산의
어려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감소 추세

신산업의
융합화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고효율/
저가격/
소형경량화/
대출력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부품/소재/
시스템 연계
Supply Chain
망 구축

수요자
맞춤형
소량 다품종

중소기업의 시장대응전략
➜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국가 정책적 지원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형 광융합 시장 진입을 위한 차별화 기술개발 선점및
소량 다품종 고부가가치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 국내외 건설,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가전 등 수요 및 융합 산업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Supply Chain망
구축과 생산 원가 및 수율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 글로벌 현지 수요자 요구 및 융합 신시장(정보통신, 가전, 수송기기, 의료, 바이오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한
미개척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브랜드 창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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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제품 선정 절차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전략제품 확정

- ’16년~’18년 중기부 신청과제
- ’18년~’19년 기술수요조사
- 관련 협회･조합 기술수요조사
-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 수요조사
- 산학연 전문가 추천

è

-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è

- 스크리닝(중복, 전략범위, 내용 고려)
- 평가기준 수립

- 전략제품선정 워크샵
- 제품 선정결과 검토 및 조정 전략
제품 확정

- 타부처 정책 및 문헌 조사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 (최근 신청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사업 ’16년~’18년 3개년 신청과제
▪ (기술수요조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관련 협회 ’18년~’19년 기술수요조사 결과
▪ (대기업 의견) 전략분야 관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유망 제품 관련 인터뷰
▪ (산학연 전문가 추천) 분야별 전문가 대상 후보 추천 의뢰 의견수렴
▪ (타부처 정책 및 문헌조사) 타 부처 정책사항 및 문헌조사를 통한 품목 발굴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 (위원회구성) 중소기업 적합형 기술로드맵 수립 및 전략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분야 내 전략제품 평가 및 검토 진행
▪ (적합성검토) 해당 전략분야의 범위에 포함 여부, 중소기업 시장 대응전략 부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적합성 검토
▪ (평가항목) 기술성, 시장성, 정부정책 적합성, 중소기업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

 전략제품 확정
▪ (선정위원회) 산･학･연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략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통해
전략제품을 선정
▪ (검토 및 조장) 선정된 전략제품들에 대해 최종적인 타당성 검증 및 분야 간 전략제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전략분야별 전략제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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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제품 선정결과
◎ 광학부품 및 기기
Ÿ

광학부품은 광학적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모바일 기기, 스마트
가전, 자동차 및 IoT 등에서 사진, 동영상의 촬영, 사물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인식, 드론, 광통신 등의 용도에 활용되는 모듈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
▪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가전 및 IoT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 인식 부분 등의 영역에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Ÿ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는 빛을 생성하는 광원, 광을 송신/수신하는 광학계,
광학측정, 신호처리기술, 평가기술 등의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피 측정물의 광학,
분광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인 양을 추출하는 모듈 및 시스템 분야
▪ 광계측기술 및 센서 기술을 함께 이용한 안전진단 관련이나 스마트팩토리, 센싱모듈개발 및
응용제품이 4차 산업인 IoT기술과 연계하여 응용, 확장 추세

◎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Ÿ

다양한 산업에 응용 될 수 있는데, LED 칩 제조, 전사, 패키징, 검사, 수리 장비
기술과 마이크로 LED 응용을 위한 각종 소재 부품을 포함
▪ 맞춤형 마이크로 LED 생산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소량
다품종의 중소기업형 제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레이저 및 응용
Ÿ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Active 광섬유, Passive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용 미러 및
광격자, 출력광 Delivery 광섬유,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되는 모듈 및 부품을 포함,
응용하는 장치
▪ 첨단 산업에 적용을 위해서 레이저 기술의 혁신이 필요, 중적외선 대역의 광원용 부품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중소기업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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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조명시스템
Ÿ

인공 광원과 첨단(IT, BT, NT, CT 등) 기술을 융합하여 수송기기,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 농수산, 정보가전 등 일반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조명기기 및 시스템
▪ 국내 산업체의 강점인 IT, 수송기기산업 등과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융합 연계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 중심인 중소기업형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가능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Ÿ

LED, OLED, 레이저 등 친환경 고효율 반도체 조명용 신광원과, 이러한 신광원을
기반으로 생활 및 업무와 밀접한 일반용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통칭
▪ 국내 약 7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19년 약 610억 달러이고,
’23년에는 약 1,10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매우 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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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부품 및 기기

광학부품 및 기기

광학부품 및 기기
정의 및 범위
▪ 광학부품 및 기기란 빛(파면)의 전달·제어·변형·유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장비 일체로 정의하며
모바일 기기,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차 분야 및 IoT 등 주력산업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
▪ 카메라 모듈은 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폰, ADAS, 보안, 의료 등에 적용되는 CCM을 지칭하며
모듈을 구성하는 렌즈, IR cut-off filter, Package등의 개발 및 양산 기술 포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광학부품 및 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1,197.7억 달러로 전망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가전 및 IoT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 인식 부분 등의 영역에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국내) 광학부품 및 기기 국내 시장은 2023년 13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IoT와 결합한 다양한 산업으로 신규 카메라 적용
영역 확대

정책 동향

기술 동향

•과학기술전략 회의 통해 9개의 국가 전략프로젝트
선정(2016.8.10.)

•카메라 모듈 관련 고화소화, 고기능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4개 분야인 자율차,

•스마트폰(듀얼카메라), 웨어러블 디바이스(AR/VR),

스마트시티, 가상증현실, 정밀의료에서는 카메라모듈의

자동차, 생체인식 등 다양한 산업 적용 기술 개발이

사용이 필수적인 부품임

활발히 진행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해외) Sony, OmniVision, Toshiba, ON
Semiconductor, Sharp, Canon, FLIR Systems

•암전류 제거 기술
•고정패턴잡음(FPN) 제거 기술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한화테크윈

•기타잡음 제거기술

•(중소기업) 서울광학산업, 프로옵틱스, 엠씨넥스,

•웨이퍼 타입 렌즈 제작 기술

한국하니웰, 토핀스, 아그파코리아, 세코닉스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카메라 모듈 및 부품 성능과 품질 향상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 새로운 렌즈 생산 방식 및 새로운 OIS 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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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렌즈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모듈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
▪ 카메라 모듈은 크게 렌즈 모듈(Lens Module), IR cut-off Filter, 이미지 센서(Image Sensor),
Package 등으로 구성됨
▪ 렌즈 모듈(Lens Module)은 플라스틱, 유리 및 결정소재를 구면이나 비구면으로 제작하여 사물에서
오는 빛을 모으거나 발산시키면서 광학적인 상을 맺히게 함
▪ IR cut-off Filter는 올바른 색의 구현을 위하여 가시광선 이외의 빛을 걸러내는 기능을 함
▪ 이미지 센서(Image Sensor)는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소자로서 동작과 제작 방법에
따라
CCD(Charge
Coupled
Device)센서와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로 분류함
▪ Package는 반도체 및 각종 전자기기 등을 최종 제품화 시키는 공정에 사용하며 COB, COF,
CSP등이 있음
[ 카메라 모듈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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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전세계 IT 산업과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 오던 스마트폰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숙기에
진입하여 스마트 폰 판매는 둔화되고 스마트 폰의 평균판매가격의 둔화 및 심화 되었지만
카메라 모듈산업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카메라 모듈 산업 시장은 2020년까지 16.8%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이며 510억
USD(58.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임 세부적으로는 카메라 모듈 조립 및 AF(Auto
Focusing)&OIS(Optical Image Stabilizer)가 2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어플리케이션별로 보면, 자동차와 산업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확대가 기대됨
 카메라 모듈의 성장은 고화소화, 고기능화, 다기능화, 다양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 폰의 전면 후면 카메라 모듈이 고소화 되고 있음
▪ AF&OIS 등 화질 개선을 위한 부품이 추가될 전망
▪ 듀얼카메라 등 새로운 기능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드론/AR/VR 등 새로운 기기의 카메라 모듈 장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카메라 모듈은 IoT(Internet of Things) 시대에 핵심 센서가 될 전망이어서 활용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카메라 모듈의 적용범위 ]

* 출처 : IRS글로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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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카메라 모듈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영상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IT기기의 필수 부품이며 이미지센서, 렌즈모듈, AF액츄에이터, 경통, IR필터, FPCB,
커넥터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렌즈 모듈(Lens Module)
▪ 스마트폰 카메라용 렌즈는 카메라 모듈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단품 렌즈가 아닌 경통에
각각의 특성을 가진 몇 장의 렌즈가 조립된 모듈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
▪ IT기기용 카메라 렌즈는 곡률반경이 일정한 구면 렌즈와 곡률에 변곡점을 갖고 있는 비구면 렌즈로
구분됨
▪ 렌즈의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맺는 초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등 각종 수차(초점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구면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비구면 렌즈가 적은 수의 렌즈로도 각종 수차 극복이
가능하여 더 많이 사용됨
▪ 렌즈의 재질에 따른 구분을 해보면 유리와 플라스틱 렌즈로 나뉨. 유리 렌즈의 강도와 선명도가 더
좋고 플라스틱 렌즈의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유리
렌즈 보다 더 얇고 가볍기 때문에 플라스틱 렌즈가 IT기기용 카메라 모듈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야외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인 경우 유리 렌즈를 사용하고 있음
▪ 렌즈 생산의 핵심요소기술은 광학설계기술, 금형가공기술, 조립생산기술, 광학검사기술 등으로 나뉠
수 있음 2000년대 이전에는 일본 업체들이 주로 비구면 유리∙플라스틱 렌즈를 공급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국내업체들이 자체 설계를 통해 생산하고 있음
▪ 렌즈모듈의 렌즈 수량은 화소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5MP 4매, 8MP 4~5매, 13MP 5매, 16MP
6매의 렌즈로 모듈을 구성하며 요구성능(화소수, 화각 등)이 올라갈수록 렌즈 증가 또는 비구면
형상 보정을 통해 광학성능을 개선시킴. 이에 따라 높은 광학성능 요구 시 렌즈모듈 생산 난이도가
높고 생산 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어려워짐

 AF액츄에이터(Auto Focus) + OIS(Optical Image Stabilizer)
▪ AF액츄에이터(이하 AFA)는 카메라모듈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써 촬영 시 피사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선명하게 나오도록 렌즈의 위치를 최적 초점 위치에 이송시켜 주는 자동초점구동장치임
▪ 최근 IT기기들의 고성능화에 따라 카메라 모듈의 화소수나 기능이 디지털 카메라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AFA의 채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고화소 카메라폰에 AFA 탑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OIS(손떨림방지) 기능이 추가된 AFA를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시작했음
▪ AFA는 크게 VCM(Voice Coil Motor), 엔코더(Encoder), 피에조(Piezo) 방식으로 나뉨. VCM
방식은 Coil과 전자석을 통해 렌즈의 상하 움직임을 유도하며 전류로 제어를 함
▪ 엔코더 방식은 위치센서(Hall sensor)를 통해 렌즈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밀한 제어가 가능함 피에조
방식은 압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상태 변화를 이용해 고정자와 회전자의 마찰력을 통해
렌즈를 구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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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P 이상으로 화소수가 증가하면 기존 VCM 방식으론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13MP, 16MP 카메라에 적용되는 AFA는 여전히 VC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음 다만 VCM
방식과 엔코더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VCM에 자기 스프링과 볼을 적용한 새로운 VC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음
▪ 카메라 모듈의 용도에 따라 고화소화가 진행될수록 AF 기능 탑재유무에 따라 이미지 품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AFA 탑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하이엔드 스마트폰에는
OIS 기능이 적용된 AFA 장착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블루필터(Blue Filter)
▪ 카메라 모듈 화소 수가 늘어날수록 이미지센서 픽셀 크기는 작아지고 빛 흡수량도 떨어짐. 이때
사진에는 색감이 짙어지는 광학적 왜곡도 발생하기 쉬움. 사진에 파란 색감을 없애주고 전반적인
광학 특성을 높이는 소재가 바로 블루필터임
▪ 8MP 이상 카메라 모듈에는 광량을 높이기 위해 전면조사형(FSI, Front Side Illumination)
이미지센서 대신 후면조사형(BSI, Back Side Illumination)이 쓰임 BSI 이미지 센서는 많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사진에 푸른 빛깔이 생기는 광학적 왜곡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함
▪ 최근 블루필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유리형에 이어 필름형 블루필터가 주목 받고 있음
필름형은 0.1mm 두께로 기존 유리형보다 절반 이상 얇음 내구성도 뛰어나 최근 스마트 폰을
시작으로 주요 IT기기용 카메라 모듈에 채용되어 있음
▪ 블루필터의 생산공정은 ① Blue Glass 조성설계 ②Glass 용융설계 ③Glass 정밀 가공 ④IR Cut/AR
증착 ⑤Filter Chip 가공으로 이루어짐

 이미지 센서 (Image Sensor)
▪ 이미지 센서는 피사체 정보를 빛의 형태로 읽어 전기적인 영상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임 즉, 빛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해 영상으로 만드는데,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함
▪ 이미지 센서는 응용 방식과 제조 공정에 따라 CCD 이미지 센서와 CMOS 이미지 센서로 분류할 수
있음
▪ 카메라 모듈을 기본으로 채택하는 ’카메라폰’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CMOS 이미지 센서는 성장해
왔으며, 초기 카메라폰에는 CCD 이미지 센서가 채택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CMOS 이미지센서의
가격적 우위, 저전력 소모, 고집적화의 이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꼽히던 Noize 저감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부분의 카메라폰에 CMOS 이미지센서가 채택되게 되었음
▪ 카메라 모듈 부품중 이미지 센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영역은 아니나 채택하는 센서에 따라 다른
부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임

 카메라 모듈의 기술적인 트랜드에 있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어
있음 최근에는 스마트 폰에 적용되는 듀얼 카메라뿐만 아니라 헬리켐, 액션캠,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동차 등의 새로운 분야로의 시장 확대도 주목받고 있음
▪ 카메라 모듈 분야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휴대폰 분야임 카메라 폰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되어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되었으며 최근 기술 트랜드는 고화소/고기능화 외에도 카메라 모듈의
박형화 및 듀얼카메라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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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과 카메라를 결합하여 통신기술까지 접목되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한 헬리캠 보급의 확산뿐만
아니라 로봇용 인공눈에도 적용되고 있음 드론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 트렌드는 촬영 중 떨림을 잡아
줄 수 있는 OIS, 짐벌 외에도 AF와 줌용 액츄에이터 성능개선 기술이 개발 되고 있음
▪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카메라 모듈은 초기에는 고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후방 감시
카메라용으로 일부 보급되던 형태에서 운전이 미숙하거나 위험을 대비한 중소형 차량에서의 전/후방
감시 카메라를 채용하는 형태를 넘어, 이제는 사방 측면을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운전자 감시 시스템 기술들이 개발 되고 있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을 필두로 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적용을 위한 객체 인식용 카메라 모듈과 제스쳐를 인식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모듈들이 저전력화 기술들과 어우러져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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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전방 및 후방 모두에 산업파급효과가 큰 수준이며, 국내 카메라모듈 기술은 글로벌 선도를
하고 있는 단계로, 국내외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이미지 센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산업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시장이 선점을 하고 있고 중국 및 대만 기업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형태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광학부품 및 기기

전방산업

소재, 생산 장비, 검사장비

렌즈 모듈, IR cut-off Filter,
Package, AF액츄에이터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의료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교육,
완구, IoT, 국방, 산업용 기계, 보안

 전방산업은 IoT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스마트기능이 융합된 가전기기, 의료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교육, 완구, 국방,
산업용 기계분야 등이 존재
▪ 2016년 기준 카메라 모듈산업의 산업별 적용 비중은 휴대폰 30%, 테블릿 및 PC 카메라 12%,
자동차 4%, 보안 11%, 의료 13%, 독립 카메라 27%, 기타로 3%로의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음
향후 IoT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전망임

 후방산업은 렌즈의 소재와 카메라 모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장비 및 검사장비
산업분야가 존재

◎ 용도별 분류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 기술범위 ]
전략제품

용도

기술 트렌드

스마트폰

고화소화, 박형, 듀얼카메라, 등

드론

OIS, 짐벌, 고화소화 등

자동차

ADAS, DMS, 적외선, 광각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근적외선(제스쳐인식), 소형화, 저전력화 등

광학부품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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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카메라 모듈 산업은 이미 기존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관련 시장도 이미 시장
점유율 경쟁이 완성되어가는 상태로 보임 최근 국내외 주요 시장이었던 휴대폰 시장의
성장정체에 따른 관련기업들의 실적 또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음 따라서 향후
카메라부품산업 및 모듈산업에서의 고객다변화 및 사업다각화를 구현될 전망
 카메라 모듈과 렌즈산업은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함 한편, 액츄에이터, IR 필터 등은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며 화소수 및 기술방식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산업임
 최근 전면카메라, 듀얼카메라 확대 등으로 렌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율과 생산력을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생산력 확보를 위해
국내기업들은 생산설비 증설을 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로 사업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휴대폰용 렌즈 모듈에 집중하고 있던 관련 국내기업들은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모듈사업으로도 진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어
중장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전면카메라 확대와 급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의
확대로 시설 및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CCTV 설치 의무화 및 시설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적외선 카메라 모듈산업과 보안용 카메라 모듈 산업의 확대가 기대됨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산업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변화(고화소화, 신규 기능추가
등)와 더불어 산업간 융합추세에 따른 비휴대폰용 이외의 자동차, 의료기기, CCTV, 드론,
웨어러블 등 다양한 분야의 카메라 모듈 시장 확보로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스마트폰 특수 및 반도체·OLED 제조, 공장 자동화 비전 시스템, 레이저 가공설비 등 산업
현장에서 광학계 기술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레이저 영상, 라임, 스마트 조명,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광학응용 분야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4차산업혁명의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를 위한 정보 습득 기술로 광학계
응용은 비약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카메라 모듈의 전방산업은 소재, 생산 장비, 검사장비 등이 있으며, 카메라 모듈 광학계의
소재 산업은 일본을 비롯한 미국, 독일이 우세하며, 대부분 국내기업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광학렌즈 및 이를 생산할 수 금형의 초정밀 가공이나 광학 코팅 장비 등 관련 생산 장비 산업
또한 일본을 비롯한 미국, 독일이 우세하며 최근 국내 기업인 대호테크에서 유리렌즈를 성형할
수 있는 GMP(Glass Molding Press)를 생산하여 렌즈를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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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는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니즈
증가로 인해 Semi-Auto 장비에서 Full-Auto 장비라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카메라모듈의 자동화 검사장비를 만들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은 영상처리 보드 개발기술,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자동화 장비에 대한 설계 기술 등이며, 국내 기업이 선전을
하고 있는 실정
▢ 전방산업으로써는, 웨어러블 스마트폰, 디바이스(AR/VR),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장비, 교육,
완구, IoT, 국방, 산업용 기계, 보안등이 있으며. 각 산업별 IoT와의 융합으로 인해
카메라모듈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음 각각의 산업에서 카메라모듈의
개발은 카메라모듈 전문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카메라모듈 생산
전문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 됨

◎ 스마트폰
▢ 듀얼 카메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듀얼 카메라 탑재에 따른 카메라 모듈의
대당 탑재 수 증가(1.8개→2.8개)로 2019년까지 글로벌 핸드셋 카메라 모듈 수요가
59.4억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2015~19년 CAGR 13.0%)

◎ 차량용 카메라모듈
▢ 향후 차량용이 카메라 모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모바일 카메라 모듈 대비 3~10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에 카메라 모듈이 적극적으로
탑재됨이면
모바일
카메라
모듈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궁극적으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및 자율주행관련의 주요 센서를 카메라 모듈이 담당할 것으로 예측됨

◎ 드론/IoT
▢ 드론용 카메라 시장은 아직 항공, 익스트림 제품 업체 등이 선점하고 있지만, 모바일을 통한
카메라 모듈 기술력 축적을 고려 시 국내 업체들의 드론 시장 진입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IoT 시장의 기대성이 카메라모듈 수요 증가에 매우 긍정적 요인 됨 이들의 주요 사업
모델은 전용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외부 침입 시 스마트폰 등으로 통지하고 보안업체의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웨어러블/CCTV
▢ 아직은 웨어러블 기기에 카메라가 탑재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향후 HMD 기기 및 스마트
워치를 통해 생활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니즈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CCTV도 아직 가격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많지만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등으로 기술력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고해상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53

전략제품 현황분석

[ 카메라 모듈 분야별 이미지 센서 소비량 전망 및 이미지센서 CAGR ]

* 자료: 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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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2018년 광학부품 및 기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91,453백만 달러이며, 2023년 119,77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광학부품 및 기기 세계시장 규모는 화상기록재생 및 관측검사기기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산정

 스마트폰용 카메라, 오토모티브(자동차)용 카메라, HUD/HMD, 열화상 카메라, CCTV,
블랙박스, 액션캠 시장의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되며, 디지털카메라, DSLR, 캠코더,
복사기, 레이저 프린트 시장은 축소되고 있어 마이너스 성장 예상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화상기록
재생
관측검사
기기
합계

’17

’18

’19

’20

’21

’22

’23

CAGR

58,408

62,824

67,369

71,142

75,910

80,162

84,797

5.8

27,501

28,629

29,802

31,024

32,296

33,620

34,998

4.1

85,910

91,453

97,171

102,167

108,207

113,782

119,795

5.3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9
(화상기록재생) Fuji chimera Research Institute, Inc. 2018 이미징 관련시장 총조사, 2017
(관측검사기기) 삼성경제연구소 Data를 바탕으로 KISTI 재작성

 자동차에 적용되는 ADAS 시스템의 경우 이미지 영상을 확보하는 카메라 모듈 시스템과 거리
및 3D 형상을 확보하는 Lidar/Radar 시스템이 경쟁하는 구도임
 2017년 데이터 기준으로 2025년까지 카메라 시장은 약 41% 성장, Radar 시장은 약
30%, Lidar 시장은 약 17%, 초음파 센서의 경우 약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카메라 시스템과 Lidar/Radar 두 가지 시스템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특징 때문에
함께 접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오토모티브(자동차)용
카메라는
운전
보조
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카메라를 나타내며, 운전 중 사고방지, 운전 중 편의제공 및 자율주행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또한 적용되는 차종도 넓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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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ADAS용 센싱 카메라 및 기타센서 시장 전망 ]

* 출처 : Autonomous Sensing System market analysis 2017

 스마트폰용 카메라 시장은 트리플 카메라, 3D 카메라 등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TSR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후면 멀티 카메라 채택률은 2016년 5%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84%에 이르고, 2023년에 후면 카메라는 평균 2.4개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 전망 ]

* 출처 : TS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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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캠 및 캠코더를 포함하는 Digital Video Camera 시장은 디지털 동영상 촬영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감소가 계속됨
 액션캠 시장은 잠재적 사용자의 구매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최신기종의 제품 발매에도 교체
수요가 크게 있지 않아 시장의 성장 둔화가 가속화됨
[ 유형별 시장 규모 추이 ]

* 출처 : 2018 이미징/센싱 관련시장 총조사, 후지키메라총연

 드론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 미국 방산 컨설팅 업체인 Teal
Group은 세계 드론시장이 2014~23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23년에 규모가
1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다른 조사업체인 BI 인텔리전스는 민간 드론 시장
규모가 2015년 5억 달러에서 2023년 22억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다만 향후 민간 드론의 상용화 속도에는 각 국의 규제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세계 드론 시장 추이와 전망 ]

[ 민간용 드론 시장 규모 전망 ]

*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14

57

전략제품 현황분석

(2) 국내시장
 국내 카메라모듈 시장의 동향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둔화에 따라 신사업 진출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됨
▪ 그 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했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경우 점차
신제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는 ’17년 10조 3,320억 원에서 연평균 8.0%
증가하여 ’23년 11조 2,76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103,320

76,520

82,740

89,398

96,593

104,366

112,765

8.0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광학기기 품목별 기술‧시장 동향 보고서, 2019

 과거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과거 전면 카메라 탑재에 따라 대당 모듈 수가 두 배로
증가했던 것과 같이 듀얼카메라의 출시로 국내시장에서 탑재 카메라 모듈 수의 지속적
증가는 확실해 보임. 또한, 차량 부문에서도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의 가시성은 매우 높은 편임. 후방 카메라 모듈이 적극적으로 탑재되고 있고, 일본에
이어 국내 역시 사이드미러 의무 장착 규제가 철폐되며 사이드카메라 탑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카메라가 4개 이상 탑재된 AVM (Around View Monitoring)이 기존 고가 차량에서 중저가
차량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자율주행 기술에도 다수의 센서 카메라 모듈
탑재가 확실시 됨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AR/VR 관련 기기, 드론, 로봇에도 사람의
눈의 역할은 카메라 모듈로 할 수 밖에 없음
 일부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카메라의 적용 확대를 대비하여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R&D 비용으로 지출하여,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카메라모듈의 후발업체인 나무가의 3D 센서 모듈은 IT 기술의 진화 방향 및 적용
Application의 무궁무진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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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암전류 제거 기술
▪ 암전류 (Dark current) 는 빛의 조사가 없을 때에 흐르는 전류로서, 온도 변화 같은 빛 이외의
현상들이 센서 내부에 전자를 형성하여, 포토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 영향을 주는 잡음임 주로
온도에 의해 많이 발생함 이를 제거하는 기술

 고정패턴잡음(FPN) 제거 기술
▪ 고정패턴잡음 (fixed pattern noise): CMOS Image Sensor(CIS)는 CCD에 비해 주변 환경에 의한
잡음이 민감함 이러한 잡음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Temporal Noise(TN)와 고정된 형태의 잡음인
Fixed Pattern Noise(FPN)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를 제거하는 기술임 pixel 간에 발생 하는 공간적
편차로써 temporal filter 수행 후에도 고정된 pattern의 잡음 발생을 줄이는 기술이 필요함

 기타잡음 제거기술
▪ 이미지 센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잡음 제거 기술임 한 픽셀이 주변 픽셀과 간섭이 일어나는
혼색 현상(cross talk) 제거기술이 필요함 화소 내의 배선이나 빛의 입사각이 기울어 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 제거 기술이 필요함

 웨이퍼 타입 렌즈 제작 기술
▪ 내열성이 우수하며, 공정비용을 절감하고 획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기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외선
경화수지 또는 열경화 수지로 렌즈를 웨이퍼 형태로 성형하는 기술임
[자외선 및 열경화 수지를 이용한 웨이퍼 타입 렌즈]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 이미지 센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너무 잘 보기 때문에, 380~780 nm 파장의
가시광선보다 약간 더 높은 영역의 적외선 (infra red, IR) 파장도 볼 수 있음 근적외선에 의한
붉은색 이미지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적외선(IR) 필터를 사용하며, 이를 내장한 렌즈 기술임
선명도 향상예로 그림 참조

59

전략제품 현황분석

[적외선 필터 적용 화질 색도 향상]

(1) 기술환경분석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고사양화 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기존의 디지털 카메라를
빠르게 대체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카메라 모듈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스마트폰 시장임에
분명함 스마트폰에서 확보된 카메라 모듈 기술이 타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카메라 모듈 공정기술과 개발력,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비모바일
분야인 TV,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 자동차, 감시카메라, 의료기기용 카메라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
 사물을 인지하는 여러 방식 중 카메라 모듈이 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뜻하고, 카메라 모듈 기술 개발의 다양성이 매우 넓다는 것을 뜻함

◎ 고화소화
 2000년 전후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1999년 5월 교세라 VP-210, 2000년 7월 삼성전자
SCHV200)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의 사양은 계속해서 상향 되고
있음
 카메라폰 초기 모델만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35만 화소에 20장이나 촬영이 가능하다며
이슈가 되었었고, 2003년 하반기에는 휴대폰 업체들간 Mega(백만화소)급 카메라폰의 ’최초
출시’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이 있었음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카메라 모듈의 화소 경쟁은 본격화되었고,
통신기술이 2G에서 3G로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 큰 용량의 데이타를
비교적 쉽게 송수신 할 수 있게 되면서 당시 고화소로 여겨진 5MP 카메라를 적용한
신제품을 스마트폰 업체들이 앞 다퉈 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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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화소수 비중과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 화소수 비중 ]

* 자료 : IHS

◎ 고기능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매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 성능이 되었음 비슷한
성능이라면 두개의 기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이미지를 기록하고
SNS를 통해 사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개선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급속히 채택되고 있는 기능이 AF(Auto Focus)와 OIS(Optical
Image Stabilizer, 손떨림 보정)임 보다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해 국내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서 활발하게 개발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
 OIS는 사용자의 손떨림을 감지하여 렌즈를 떨림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이미지가 흔들려
번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임 스마트폰 업체 중 하이엔드 스마트폰 카메라에 OIS
기능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은 2014년 2월 LG전자의 G-Pro2 였고, 이후 삼성과 Apple도
하이엔드 스마트폰 카메라에 OIS를 채택하고 있음 OIS가 채택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2015년 10.9%에서 2019년 32.8%까지 비중이 증가할 전망임
 2016년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의 카메라 모듈은 전면 5메가픽셀, 후면 12메가픽셀임
전작인 갤럭시 S6보다도 낮은 화소임에도 불구하고, 듀얼 픽셀 이미지센서를 적용하면서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향후에도 다양한 시도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성능이 고기능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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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카메라의 OIS 채택비율 ]

* 자료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 스마트폰(듀얼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추세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카메라를 장착 중 하나는 듀얼 카메라
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화소를 가지거나 같은 화소수를 가지는 2중, 3중, 혹은
4중 결합을 할 수 있어 렌즈 모듈의 업계에 매출이 늘어날 전망임
▪ 위상차 AF의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사체의 거리를 측정하여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카메라의 대표적 장점인 인/아웃 포커싱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다초점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음 이것으로 인해 보급형 DSLR 카메라 시장 부분 잠식도 가능할
전망임
▪

듀얼 카메라를 채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고질적인
’카툭튀’(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튀어 나온 모습)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임

문제로

지적

되었던

▪ LG전자는 V10 전면, G5 후면에 듀얼 카메라를 적용하여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보다 1.7배 넓게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Huawei, ZTE 증 중국 업체도 적극적으로 듀얼 카메라 모듈을 채택하고 있고, Apple도 차기 일부
모델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삼성전자도 채택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전망임

 두 개 이상의 카메라 사용으로 원근감 인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 개의 카메라는 근거리,
다른 카메라는 원거리에 초점을 두어 두 각도에서 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이에
아웃포커싱(피사체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통해 피사체와 배경을 대상으로 다양한 효과를
구사할 수 있음 또한 사물 간의 거리를 표현한 Depth map 작성이 가능해져 3D를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면 인식, 증강/가상현실 등에 활용 가능할 것임 듀얼 가시광선
카메라에 적외선 Indepth 센서 카메라가 접목되어 하이브리드 형식의 AR카메라로 진화할
것이 유력시 됨 적외선은 Indepth 센서 외에도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을 인식해 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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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카메라 비율 ]

* 자료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 웨어러블 디바이스(AR/VR)
 AR/VR Device의 경우 대당 최소 1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며, 2017년부터 관련
카메라 시장 확대가 예상됨 우선 AR Device 중 가장 보편적인 Video see-through HMD인
경우(Optical See-through는 제외)에는 실제 세계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HMD에
1개 이상 카메라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AR을 위한 동작 인식 및 객체인식을 위한
카메라 모듈이 별도로 필요함
 눈동자로 화면을 제어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향후 HMD 내에
Eye-tracker(눈동자 감지 기술)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기술은 시선을 통한
메뉴 선택이나 방향 이동, 가상 공간 내 캐릭터와 눈을 마주 보는 등 다양한 시선 입력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초점이 맞추고 있지 않은 주변환경을 구별해 내어 해상도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용량을 크게 낮출 수 있음 Eye-tracker의 핵심이 적외선 카메라
기술이며, 실제 스타트업 기업 FOVE는 Eye-tracking 기술을 VR 기기에 도입하기도 했음
 VR 대중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콘텐츠 확보도 중요하며, VR용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특별한 카메라인 360도 카메라 기술이 필요함 기존에는 역동적인 스포츠 장면을
포착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됐지만 최근 많은 업체들이 VR용으로 출시하고 있음 360도
카메라의 경우도 1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됨은 점에서 보급 가속화 시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임(고프로 ’오디세이’ 카메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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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차량용 카메라는 운전자가 모니터에 표시된 화상을 보고 판단하는 View 카메라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향후에는 카메라로 찍은 화상을 화상 처리해서 정보를 분석해 운전자에
대한 경고나 제어를 하는 Sensing 카메라 장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각 국
NCAP(New Car Assessment Problem)의 가산점 대응 준비, 최근 대중차 메이커들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 대한 대처의 적극적인 전개 등에 기인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ADAS의 부품 중 카메라 이용이 확대되면서 빠른 수요 증가와 종류 다양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3~18년 내 유럽 NCAP의 가산점 대상이거나 검토 중인 ADAS가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긴급제동시스템), LDW(Lane Departuer
Warning, 차선이탈방지), LKA(Lane Keeping Assist, 차선유지보조) 등이기 때문에 타
센서보다 카메라로의 대응이 용이함 즉, NCAP의 가산점 취득을 위해서는 차량용 카메라
탑재가 필수적인 환경임
 이에 ADAS 센서 중 카메라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낮은 가격과
카메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물체 판독 기능 때문임 차량용 소형 레이더는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측정거리가 길어 카메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카메라 모듈은 단일 센서로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카메라만으로도 충돌 방지 기능 실행이 가능해 카메라를 사용한 AEB가 널리 보급될
전망이며 스트레오 카메라 기반 AEB인 Subaru의 ’EyeSight’는 기능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임
 최근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한 미러리스 차량의 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음 사이드 카메라는 시야 확보와 공기저항을 줄이는 장점(공기저항 7%↓, 연비 2.2%↓)이
있기 때문에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고려 시 보급 속도가 빠를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일본을 시작으로 각 국의 법개정이 예상되고 카메라를 이용한 모션 감지(BMW ’Air Touch’,
DSM)나 안면인식(Door 개폐) 등을 이용한 편의 장치의 확대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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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
 핀테크 시대(비대면 서비스가 증가)의 결제 활성화, IoT기반 서비스, 헬스케어 시장 확대는
지문인식 이상의 보안성을 갖춘 생체인식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 지문인식이 40여가지의
패턴을 감지한다면 홍채인식은 260여가지의 패턴을 감지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생체인식 기술
중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 중 하나는 홍채인식임 지문인식과 홍채인식을 함께 적용하면
그 보안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어 기술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음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결제 등을 위한 홍채인식 기능을 갤럭시 노트7에
탑재하여 각광을 받아바 있으며, 삼성전자는 3개의 카메라 렌즈를 이용해 홍채 이미지를
포착하는 홍채인식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상태임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는 얼굴인식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스마일 투 페이’, 2016년 얼굴인식 인공지능 업체 ’이모션트’를 인수한 Apple의
행보는 향후 얼굴인식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홍채인식뿐만 아니라 타 생체인식에서도 카메라 모듈의 수요 증가가 가능할 전망
▪ 일본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맥인식 기술의 경우 적외선으로 혈관을 투시 촬영한 후
CMOS센서 또는 CCD카메라를 거쳐 디지털 영상으로 옮기는 방식
▪ 지문인식도 가시광선에 반사된 지문영상을 획득하는 광학방식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음
▪ 얼굴인식은 2D수준의 이미지 감지를 넘어 3D, 열적외선 방식을 통해 보안성과 인식률을 높여가고
있음

 향후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은행의 ATM, 데스크탑 PC, 병원, 회사, 학교, 공항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곳 어디서나 생체인식 시스템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스템 안에는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수요 증가는 필수적임

65

전략제품 현황분석

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 이미지센서
 Sony가 이미지센서 확대를 위해 중저가 비중을 늘리면서, 신흥국 스마트폰 수요를 적극
흡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Sony가 기능을 한정한 1300만 화소와 800만 화소 고화질
이미지센서 중저가 상품을 개발했음
 Sony는 약 1,500억엔을 투자해 2016년 9월까지 이미지센서 월 생산능력을 지금 보다 45%
늘림 방침임 300mm 웨이퍼 월 87,000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증대 부분은 대부분
중저가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전해짐
 Sony는 자율주행차 사업에도 진출하였음 동사는 로봇카 회사인 ZMP의 지분 2%를 1억엔에
인수했음 ZMP 인수 이유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억대를 넘는 수준으로 스마트폰
시장과는 수량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자율 주행차의 경우 최대 카메라가 10개까지 사용될
전망임
 OmniVision은 고성장 시장을 리드한다는 전략으로 업계 최초의 1/3인치 1,600만 화소
이미지센서인 OV16880을 발표했음 이 센서는 1,600만 화소(4,672 x 3,504화소) 이미지를
초당 30 프레임(FPS)으로 담아낼 수 있으며, 전체 해상도에서의 연사 사진과 제로 셔터
지연을 가능케 함
 Toshiba가 소형 이미지센서에서 고화질을 구현하는 ’무한고화질’ 기술을 발표했음 무한고화질
기술은 사진을 여러 매 연속촬영한 후 이를 합성, 노이즈가 적은 고화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흔들림 검출 기능이 적용돼 사진의 흔들림도 줄어들고 합성시간도 단축함 또한
이것으로 인해 피사체의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는 효과도 발생. 이 기술을 사용하면
소형 이미지 센서로도 일반 디지털 카메라 수준의 고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향후 스마트폰,
태블릿은 물론 차량 카메라와 내시경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방침
 Toshiba는 산업용 HD(1080P) CMOS 이미지 센서와 20MP CMOS 이미지센서를 2015년
4월부터 양산하고 있음
 ON Semiconductor는 비디오 보안 카메라용 고성능 CMOS 이미지센서를 출시하였고,
트루센스 이미징 인수와 앱티나 이미징 인수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게임기,
웨어러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선도적인 소비재 전자기기와 자동차 감시, 비디오 컨퍼런싱,
스캐닝, 의료용 산업에 진출한다는 계획
 Sharp는 0룩스 환경에서 컬러 촬영이 가능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였음 Sharp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미국 대형 제조사가 채용하고 업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타사에 센서 공급에 머물고 있으며, 모듈 제품 제안 강화하기 위해 전문 영업 조직
설치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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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non은 2015년 2월 세계 최고 1억2천만 화소의 CMOS 이미지 센서를 일본 카메라
전시회에서 공개했음 이전시회에서 Cannon은 ’고화질 기술력’을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춰
준비했으며, 고화소 이미지 센서, 5천만 화소의 풀프레임 DSLR, EF 렌즈군 등을 전시했음
 Cannon은 2015년 2월 세계 최고 1억2천만 화소의 CMOS 이미지 센서를 일본 카메라
전시회에서 공개했음 이전시회에서 Cannon은 ’고화질 기술력’을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춰
준비했으며, 고화소 이미지 센서, 5천만 화소의 풀프레임 DSLR, EF 렌즈군 등을 전시했음
 최근 열화상 카메라 전문기업인 FLIR Systems는 2014년 하반기에 휴대폰을 이용해 열화상
촬영이 가능한 신개념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했음

◎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3D 센싱 카메라 시장의 개화와 듀얼카메라 채용 확대가 스마트폰 부품 산업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판단되며, Apple과 안드로이드 업체들의 3D 센싱 카메라 수요 증가
속에 LG이노텍과 하이비젼시스템이 수혜를 보고 있고, ’18년도부터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용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삼성전기와 세코닉스임
 3D 센싱 카메라는 스마트폰 부품 중 가장 뜨거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모바일 3D
센싱 카메라 탑재량이 ’17년 3천만대에서 ’20년 4.6억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Apple이 AR Kit 공개를 통해 AR 생태계 구축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3D 센싱 카메라를 채용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업체들의 시장 참여도 이어지고 있음
▪ 3D 센싱을 통해 구축한 정교한 AR 생태계에서 비전 검색, AR 엔터테인먼트, E-Commerce, 헬스
케어, 보안 서비스는 분명 소비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제조사들도 이를 파악하고 3D 센싱
카메라 채용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음

 VCSEL은 좁은 빔 각도와 지향성 특성으로 인한 우수한 정밀도, 전력 효율, 안구 안전 및
장거리 전송의 장점을 가지며, 송신 모듈에서는 940nm VCSEL이 주된 근적외선 광원으로
쓰이고 있음
▪ 강렬하거나 어두운 주변광이 3D 센싱 모듈의 성능을 크게 좌우함. 주변광의 영향을 줄이려면,
송신모듈은 800 ~ 1,000nm 범위의 근적외선이 필요하며, 850nm는 감시 또는 야간 탐지에 널리
활용되지만 사람의 눈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940nm 근적외선이 주로 채택되고 있음
▪ Finisar와 Lumentum이 스마트폰 및 자동차의 머신 비전을 위한 940nm VCSEL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아이폰 X에서는 VCSEL이 TrueDepth 카메라에 2개, 근접 센서용 1개 등 총 3개가
채택되었으며, TrueDepth 카메라의 저전력 VCSEL은 투광 조명 장치로 사용되고, 또 다른
고전력 VCSEL은 도트 프로젝터로 사용됨. 투광 조명 장치의 VCSEL은 접근 물체를 탐지하고,
도트 프로젝터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결정함
▪ Apple의 적극적인 3D 센싱 모듈 채용 전략에 힘 입어 IT 가전용 VCSEL 시장은 ’17년 3.3억
달러에서 ’23년 3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67

전략제품 현황분석

[ 3D 심도 측정을 위한 광원비교 및 VCSEL 구조 ]

 Apple은 ’18년에 신형 아이폰 3개 모델 모두 전면에 3D 센싱 모듈을 채용하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전면에도 채용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맥북과 Apple워치에도 채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전면 SL 방식 3D 카메라는 안면인식의 보편화를 의도하는 것이고, 후면 ToF 방식 3D

카메라는 증강 현실을 주도하기 위함임
 Oppo는 Orbeec과 함께 3D 센싱 기술을 공개했고, 해당 기능을 탑재한 모델 Find X를
발표함
 Xiaomi는 Mantis를 기술 파트너로 삼아 Mi 8 Explorer 버전을 출시함
 Huawei는 ams 및 Sunny Optical과 제휴를 바탕으로 곧 자체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임.
Vivo는 10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3D맵 생성이 가능하고, SL 방식보다 10배 많은 30만개의
센서 포인트를 감지할 수 있는 ToF 기술을 선보였음

◎ VR/AR 디스플레이
 Microsoft는 추적 대상이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장애물에 가려도 트래킹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이드-아웃 트래킹 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가상현실 기술의 활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킴
 Google의 ’Tango Project’는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3D환경을 탐색하거나 공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비전 트래킹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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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 카메라모듈 및 부품
 국내 카메라모듈 및 부품업체의 경쟁력은 글로벌 카메라모듈 산업을 리딩하고 있음
 국내의 렌즈모듈은 렌즈제조, 생산, 개발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방주광학
디오스텍, 코렌, 세코닉스, 디지털옵텍, AG광학 등의 업체들이 있으며, 국내 비구면 렌즈
기술과 레진 사출기술, 대량 자동조립기술이 발전해서 독일, 일본 렌즈업체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속해서 고화소 렌즈를 공급하고 있음
 디지털 옵틱, 세코닉스 등은 카메라 렌즈 시장에서 산요옵티컬을 밀어내고, 성장 곡선을
이어가고 있음 국내 기업들은 근래 세계 시장에서 렌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특히, 해성옵틱스는 렌즈 사출, 모듈부터 AF 카메라 모듈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음 카메라 모듈 및 관련 소재 부품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지만 해성옵틱스는
수직 계열화 덕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음


블루필터 분야는 옵트론텍, 나노스 등 기존 업체들이 시장을
엘엠에스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들도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양분한

가운데

국내

 파트론은 스마트폰용 전면카메라의 고화소화에 따라 5MP 전면카메라와 후면 13MP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카메라 센서와 광학식 지문인식 모듈을 개발완료
하였음
 나무가는 듀얼카메라 기술을 이용 3D 인뎁스 카메라센서 모듈의 개발하였고 다양한 분야에
3D 인뎁스 카메라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음
 캠시스 최근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코니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고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하였으며, AVM을 시작으로 자동차용 IT기기를 개발 생산할 계획
 엑씨넥스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외에도 자동차용 후방카메라모듈, AVM, LDW와 같은
센싱카메라 모듈을 개발완료하였고, 광학식 지문인식모듈을 개발 완료하였음
 옵트론텍은 적외선 파장에 관련한 원천기술을 이용해 필름형 적외선 차단 필터를 개발하여
삼성전자 및 스마트폰 세트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또한 자율주행 RIDER 카메라모듈,
나이트비젼 카메라모듈을 개발하였음
 국내 중소기업 사례
▪ 옵티시스는 광소자 및 관련 부품 응용분야 산업에서 풍부한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급증하고 있는 고속 비디오, 오디오 신호 전송 및 제어를 위해 광링크, 분배기, 스위치,
매트릭스 등 의 솔루션을 제공
▪ 테크원은 LED drive 모듈, bluetooth 모듈, 카메라 모듈 등을 개발하는 광학 부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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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루체는 2002년부터 LED 조명 및 부품 개발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주요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다양한 제품 개발로 국내 외 LED 조며 시장 개척
▪ 대진디엠피는 LED 조명 부분에 있어 국내 최초 UL인증을 받았으며, CE, ETL, FCC 외 다수의 LED
조명관련 특허와 다양한 제품군 보유 중
▪ 나무가는 최근 3D 인뎁스 카메라센서 모듈 개발을 성공했으며 핵심 장비 내재화 및 생산기술 보유
▪ 옵트론텍은 광학렌즈 및 모듈, 이미지센서용 필터 등의 광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
[ 주요 중소기업 비교 ]
(단위 : 백만 원, %)

국내업체

자산총계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율

당기
순이익율

R&D
집중도

옵티시스

37,632

17,126

7.9

12.0

14

10.2

솔라루체

24,991

49,057

9.6

3.6

3

5.2

대진디엠피

99,992

54,150

-7.6

9.3

5

-

나무가

114,797

189,575

-42.6

-0.9

-2

3.3

옵트론텍

215,611

121,716

-0.9

14.0

10

5.1

◎ VR/AR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VR/AR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도, 재생빈도 관련 기술을 선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기존보다 넓은 동작 온도 범위를 갖으며, 정밀한 서브
필셀의 구현이 가능한 백색 OLED 기술을 개발함
▪ 또한, 직선 레이저와 AR기술을 활용한 고밀도 3차원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스캐닝 SW를
개발하였으며, 최소의 사진영상만으로 내부/외부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

 LG디스플레이는 Google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최초로 120Hz 수준의 재생빈도와 1800만
화소의 초고해상도를 갖는 OLED 기반의 VR 디스플레이를 개발함
 비주얼캠프는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인 Eye-tracking 기술을 국산화하여
다양한 VR/AR 기기에 접목하고 있음
 MAXST는 Marker Tracker, Image Tracker 등의 기술을 접목한 AR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용자 간의 협업이나, 정비 산업 등에서 적용

70

광학부품 및 기기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 주요기업 ]
렌즈 및 모듈 기업

IR 필터

이미지센서

카메라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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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렌즈 및 모듈 분야 국내 주요기업에는 세코닉스, 엠씨넥스, 옵트론텍, 파트론, 카바스 등에서
해외 주요기업에는 Largan Precision, Sony, Sharp, Panasonic, CJI, Olympus 등에서 연구
개발 중임
 IR 필터 분야의 주요 기업에는 옵트론텍, 나노스, 엘엠에스, 이노웨이브 등에서 연구개발 중임


이미지센서 분야 국내 주요기업에는 삼성전자, 엠텍비젼,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유우일렉트로닉스 등에서 해외 주요 기업에는 Sony, Omnivision 등에서 연구개발 중임

 카메라모듈 분야 국내 주요기업에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캠시스, 세코닉스, 인트로메딕,
해성옵틱스 등에서 해외 주요기업에는 Sharp, Primax, Sony, Olympus 등에서 연구 개발
중임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 주요 연구 기관 현황 ]
기관

연구 내용

Sony

Charge Coupled Device (CCD), CMOS 방식 이미지 센서

Panasonic

Charge Coupled Device (CCD) 방식 이미지 센서

Sharp

Charge Coupled Device (CCD) 방식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

0.9µm 초소형 픽셀 이미지 센서 ISOCELL 신제품을 공개 (2017년)

한국 SETI,

Fabless 이미지 센서 제조

한국 픽셀플러스

Fabless 이미지 센서 제조

한국 실리콘 파일

Fabless 이미지 센서 제조

한국 클레어픽셀

스마트카용 CMOS 이미지센서 개발얼굴인식 기반의 자동노출 일체형
이미지센서 ,

한국 재영솔루텍

초경박 카메라모듈 및 고내열성 렌즈·경통 제조 기술

미국, 마이크론

CMOS 방식 이미지 센서

미국, 옴니비전

CMOS 방식 이미지 센서

케논

CMOS 방식 이미지 센서

산요

CMOS 방식 이미지 센서

미국 Cypress,

이미지 센서

미국 Aptina

이미지 센서

미국 Agilent

이미지 센서

일본 Toshiba

이미지 센서

프랑스 ST Micro

이미지 센서

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 Flexible 광노드 핵심요소기술 개발

한국광기술원

72

- 휴대폰카메라용 비구면 유리렌즈 개발
- 비구면 렌즈 성형공정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고성능 3D 스케닝 라임 광학엔진

서울대 전기전자과 이병호

직접영상 디스플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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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자원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산업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통해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요소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주력산업IT융합, 반도체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에 한함

▪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CT 등과 타 산업 간 융합기술 및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수요를 반영한 단기 사업화 및
우수 혁신 기술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
- ICT R&D 10대* 기술 기반 융합기술 및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의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스마트 미디어, 전파/위성, 기반
SW/컴퓨팅, SW, 디지털 콘텐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전자통신연구원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 Flexible 광노드 핵심요소기술 개발
▪ 광신호 생성 및 수신에 필요한 고집적 광변조기 및 광수신기 개발로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단일
채널에서 100/200Gbps로 전송신호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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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기술원
▪ 12 Megapixel 휴대폰카메라용 비구면 유리렌즈 개발
▪ 저가격/양산화를 위한 이음매 없는 홀더 결합형 비구면 렌즈 성형공정 개발
▪ 비구면 플라스틱 2차렌즈를 이용한 광균일도 개선 방열 가로등 개발
▪ 소형선박용 초광각 감시시스템을 위한 금형코어 및 광학부품 측정평가기술 개발
▪ 양안식 3DTV 방송용 카메라 개발

 전자부품 연구원
▪고속 3D 스케닝 라임 광학엔진

 서울대 전기전자과 이병호 교수
▪집적 영상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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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광학부품은 광학적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모바일 기기, 스마트 가전, 자동차
및 IoT 등에서 사진, 동영상의 촬영, 사물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인식, 드론, 광통신 등의
용도에 활용되는 모듈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을 포함하며, 핵심 요소기술로는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고투과율 하드코팅, 광학부품 냉각, 픽셀, IR 필터 내장형 렌즈 및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을
포함함
[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 요소기술 ]
요소기술

코드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A

접착용 감광필름의 박리를 위한 박리제 조성이나,
박리력 조절을 위한 감광 필름의 조성 및 구조
관련 기술

고투과율 하드코팅

B

광학계 보호코팅의 투과율을 높여 광학계의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C

광원부의 광효율 향상 및 수명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자연 대류 또는 강제 대류 방식의
냉각기술

픽셀 기술

D

픽셀 어레이, 이미지센서 컬러필터 등 이미지센서
픽셀 기술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E

유전체 코팅공정을 이용한 IR-Cutoff 필터 기능의
렌즈 어셈블리 기술

F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학계의 성능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열성 소재기술, 특히
자율주행차등의 환경에서 내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 및 공정기술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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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의 핵심 요소기술별 주요 국가 특허 데이터를 입수하여 최근 10년 간의 특허
현황을 출원인 국적별로 비교 분석함
[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 국가별 요소기술 특허건수 ]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A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385

432

598

84

88

1,587

B

고투과율 하드코팅

1,278

1,255

3,329

414

743

7,019

C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298

890

1,697

716

713

4,314

D

픽셀 기술

2,646

3,125

3,108

1,092

3,883

13,854

E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598

236

282

79

305

1,500

F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173

90

415

61

93

832

5,378

6,028

9,429

2,446

5,825

29,106

합계

▪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분야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한국 순이고 유럽의 특허출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핵심 요소기술별로 살펴보면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고투과율 하드코팅(B), 광학부품 냉각(C)
및 렌즈모듈 소형화(F)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수는 일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투과율
하드코팅(B), 광학부품 냉각시스템(C) 및 렌즈모듈 소형화(F)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특허출원이
미국,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됨
▪ 픽셀 기술(D) 분야에서는 미국의 특허출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다만 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 수는 비슷한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유럽 순으로 나타남
▪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E) 분야에서는 한국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미국, 유럽 순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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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로 바꾸어 보면 한국과 외국의 요소기술별 특허출원 분포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외국 모두 픽셀 기술(D)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IR 필터 내장형 렌즈(E) 및 렌즈모듈 소형화(F) 분야의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외국에 비해 IR 필터 내장형 렌즈(E) 기술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은 10년 전부터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요소기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요소기술들이 과거 10년 동안 일정 수준의 특허출원 수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요소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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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의 핵심 요소기술들에 대한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 구조는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은 IR 필터 내장형 렌즈 (E)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국은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기술에 대한 상대적인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본은 렌즈모듈 소형화(F) 기술에, 유럽은 광학부품 냉각시스템(C) 기술에 대한
상대적인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광학부품 냉각시스템(C)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의 집중도가 매우 낮은 반면,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E)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집중도가 매우 높음
▪ 미국은 렌즈모듈 소형화(F)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의 집중도가 낮은 반면,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집중도가 높음
▪ 일본은 IR 필터 내장형 렌즈(E), 픽셀(D)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의 집중도가 낮은
반면, 렌즈모듈 소형화(F), 고투과율 하드코팅(B)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유럽은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IR 필터 내장형 렌즈(E), 고투과율 하드코팅(B)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의 집중도가 낮은 반면, 광학부품 냉각시스템(C)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집중도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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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시장력이 전체 평균 1.08을 상회하는 국가는 다출원 상위 6개 국가 중
독일과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시장력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분석됨
▪ 미국은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이 높고 평균적인 시장력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특허출원 수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아 특허출원 수를 고려한 시장력 총량에서는 일본이
앞서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시장력이 상위 6개국 중 다섯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허출원 수에서 4위를 기록한 중국은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시장력에서는 한국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허출원 수를 고려한 시장력 총량에서는 아직 한국을 앞지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에서도 상위 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각국의 시장력 분석 ]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JP

9,429

1.06

0.99

US

6,028

1.14

3.26

KR

5,378

1.04

0.91

CN

2,055

1.07

0.51

TW

1,646

1.03

0.87

DE

8,40

1.17

0.80

전체평균

404.25

1.0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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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픽셀(D), 고투과율 하드코팅(B), 광학부품
냉각시스템(C) 기술로 나타났으며, 공백기술은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로 나타남
▪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에서 픽셀(D)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A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

B

고투과율 하드코팅

◕

C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

D

픽셀 기술

●

E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

F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

※ ●: 해당 품목 특허출원 수의 30% 이상, ◕: 20~30%, ◓: 10~20%, ◔: 5~10%, ◯: 5% 미만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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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B

고투과율 하드코팅

C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D

픽셀 기술

E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F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포토레지스트 박리액 조성물 기술
•투과율, 내열성, 내흡수성이 우수한 하드코팅제 조성물 및 광학 필름
기술
•광학부품용 수냉, 공냉, 히트싱크 구조 관련 기술
•비디오 부호화 및 이미지 센서 기술
•적외선 필터를 포함하는 카메라 모듈 구조 및 제어 기술
•내열성 광학 소재 및 광학부품 냉각 구조 기술

광학부품 및 기기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픽셀(D), IR 필터 내장형 렌즈(E), 광학부품 냉각(C) 기술 분야는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고투과율
하드코팅(B), 렌즈모듈 소형화(F) 기술분야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기술 분야는 포토레지스트 박리액 조성물 등에 관한 기술이 중견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음
▪ 고투과율 하드코팅(B) 기술 분야는 투과율, 내열성 및 내흡수성 등이 우수한 하드코팅제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광학 필름 관련 기술 등이 중견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음
▪ 광학부품 냉각시스템(C) 기술 분야는 광학부품용 수냉, 공냉, 히트싱크 모듈 구조 등에 관한 기술이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음
▪ 픽셀(D) 기술 분야는 비디오 부호화 및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이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음
▪ IR 필터 내장형 렌즈(E) 기술 분야는 적외선 필터를 포함하는 카메라 모듈 구조와 제어 등에 관한
기술이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음
▪ 렌즈모듈 소형화(F) 기술 분야는 내열성 광학 소재와 광학부품 냉각 구조 등에 관한 기술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광학부품 및 기기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렌즈 모듈 소형화(F), IR 필터 내장형
렌즈(E),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광학부품 냉각시스템(C) 기술로 파악되며, 이들 중
중소기업의 역할 확대를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렌즈 모듈 소형화(F) 기술과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분야로 판단됨
▪ 픽셀(D), 고투과율 하드코팅(B) 분야는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기업
진입 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환경과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반해 렌즈 모듈 소형화(F) 분야와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A) 기술 분야는 특허 출원 수가
아직 적어 다른 요소기술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분야로 판단되나,
이들 분야는 일정 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화학소재 제조업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견기업의
활동이 강한 분야로서, 중소기업 중 진입 가능한 기업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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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요소기술

A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기술집중도

◔

주요출원인
•동우 화인켐

•중견기업/대기업 중심

•FUJIFILM

•동우화인켐, LG화학,

•TOKYO ELECTRON

B

고투과율 하드코팅

◕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3M

•LG화학, 도레이첨단소재,

픽셀 기술

●

•대기업 중심

•CANON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

•대기업 중심

•CANON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

삼성디스플레이

•LG이노텍

•대기업 중심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전자

F

LG전자

•삼성전자

•BOE

E

삼성전자 등

•SEIKO EPSON

•RICOH

D

동진쎄미켐 등

•DAI NIPPON PRINTING

•NITTO DENKO

C

국내 특허동향

삼성전자

•웅진케미칼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KONICA MINOLTA

•웅진케미칼, LG이노텍,

•MITSUBISHI MATERIAL

코오롱인더스트리

※ ●: 해당 품목 특허출원 수의 30% 이상, ◕: 20~30%, ◓: 10~20%, ◔: 5~10%, ◯: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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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A)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국내외 화학, IT 기업이 주요 특허출원인으로 분석됨 해외 주요 출원인은 FUJIFILM, TOKYO
ELECTRON, AIR PRODUCTS AND CHEMICALS 등이며 한국의 주요 출원인은 동우화인켐,
LG화학, 동진쎄미켐 등으로 나타남

 고투과율 하드코팅 기술(B)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국내외 화학, IT 기업이 주요 특허출원인으로 분석됨 해외 주요 출원인은 DAI NIPPON PRINTING,
3M, NITTO DENKO 등이며 한국의 주요 출원인은 LG화학, 도레이첨단소재, 삼성전자 등으로
나타남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C)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국내외 IT 기업이 주요 특허출원인으로 분석됨 해외 주요 출원인은 SEIKO EPSON, CANON,
RICOH 등 일본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출원인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으로 나타남

 픽셀 기술(D)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국내외 IT 기업이 주;요 특허출원인으로 분석됨 해외 주요 출원인은 CANON, BOE, SONNY
등이며, 한국의 주요 출원인은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으로 나타남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E)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이 분야는 국내 IT 기업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해외 주요 출원인은 SONY,
HON HAI PRECISION INDUSTRY, PELICAN IMAGING 등이며, 한국의 주요 출원인은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으로 나타남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F)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이 분야는 광학부품 및 기기 품목 요소기술 중 가장 특허출원이 적은 분야로 분석되었으며,
특허출원 수로 볼 때 뚜렷한 기술 주도 주체가 눈에 띄지 않고 있음 해외 주요 출원인은
MITSUBISHI MATERIALS, KONICA MINOLTA, FUJIFILM 등이며, 한국의 주요 출원인은
웅진케미칼, LG이노텍,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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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 요소기술 도출 ]

84

요소기술

출처

고접착/고신뢰성 박막필름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투과율 하드코팅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픽셀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신호처리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제조 공정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다수 캐비티 금형 및 성형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광학부품 및 기기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품목별 전문가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요소기술 분류

•전문가 추천

조정 재정의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 기술

•평과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 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선정평가

나. 핵심기술 리스트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핵심요소기술 선정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 핵심요소기술 ]
분류
렌즈 코팅 및
필름

핵심기술

개요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접착용 감광필름의 박리를 위한 박리제 조성이나, 박리력 조절을
위한 감광 필름의 조성 및 구조 관련 기술

고투과율 하드코팅

광하계 보호코팅의 투과율을 높여 광학계의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광원부의 광효율 향상 및 수명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자연 대류
또는 강제 대류 방식의 냉각기술

픽셀 기술

픽셀 어레이, 이미지센서 컬러필터 등 이미지센서 픽셀 기술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유전체 코팅공정을 이용한 IR-Cutoff 필터 기능의 렌즈 어셈블리
기술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학계의 성능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열성 소재기술, 특히 자율주행차등의 환경에서 내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 및 공정기술

이미지 센서

렌즈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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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카메라 모듈 및 부품 성능과 품질 향상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새로운 렌즈 생산 방식 및 OIS 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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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기술개발 로드맵

[ 광학부품 및 기기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

고내구성/고효율 광학부품 및 기기 개발 및 양산
광학부품 및 기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고투과율 하드코팅
고내구성, 고효율 광학
부품 코팅 기술 확립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픽셀 기술
광효율 향상 센서 및
냉각 시스템 기술 확립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내열성 소재를 이용한
소형화 렌즈모듈 기술
확립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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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88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고접착/고신뢰성 박막필름 기술

7

7

8

8

30

감광성 필름 박리력 조절 기술

9

9

8

8

33

선정

고투과율 하드코팅

8

8

8

8

32

선정

광학부품 냉각시스템 기술

9

8

8

9

34

선정

픽셀 기술

8

8

8

8

31

신호처리 기술

7

7

8

8

30

제조 공정 기술

7

8

8

8

31

IR 필터 내장형 렌즈 기술

8

8

8

8

32

선정

다수 캐비티 금형 및 성형 기술

7

9

9

8

33

선정

렌즈모듈 소형화 기술

8

8

8

8

33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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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정의 및 범위

▪ 광계측 및 센서 분야는 빛을 생성하는 광원, 광을 송신/수신하는 광학계, 광학측정, 신호처리기술,
평가기술 등의 융복합기술을 기 반으로 피 측정물의 광학, 분광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인 양을
추출하는 모듈 및 시스템 분야
▪ 센서는 광의 세기, 온도, 압력 등 목적하는 양을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얻어진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환기능을 가진 물질 또는 소자의 단독 혹은 복수의 조합으로 구성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91억 달러로 전망
•(국내) 국내 광정밀기기 시장은 ’18년 5조 7,059억
원에서 ’23년 8조 7,044억 원 규모로 연평균 8.8%
성장할 전망

•광계측기술 및 센서 기술을 함께 이용한 안전진단
관련이나 스마트팩토리관리, 센싱모듈개발 및
응용제품이 4차 산업인 IoT 기술과 연계하여 응용,
확장 추세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최근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터널 다리 건물 등에서
사용된 기존 전자식 센서가 광센서로 대체되며 관련
시장이 확대

•응용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영세성 및 투자 미흡에 따른 핵심

•센서 산업 발전 전략

원천기술 미흡

•센서산업고도화 전문기술개발사업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해외) Micron Optics, FISO, Smartec, SensorNet,

•적외선 센서 기술
•나노센서 기술

Siemens
•(대기업) 삼성전자, LG이노텍

•광전센서 기술

•(중소기업) 이오테크닉스, 한빛레이저, 한국전광,

•라임(LIDAR) 센서 기술

하나기술, 큐빅레이저시 스템, 한국알엠아이,
파이버프로, 광전자, 오토닉스

•웨어러블 센서 기술
•가스센서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정부의 소재 기술 지원 정책 등의 지속적인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 기능성, 물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개척
➜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수요시장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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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는 빛을 생성하는 광원, 광을 송신/수신하는 광학계, 광학측정,
신호처리 기술, 평가기술 등의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피 측정물의 광학, 분광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인 양을 추출하는 모듈 및 시스템 분야
[ 파장대역에 따른 분류 ]

 광계측 및 시험기기는 측정대상물의 측정 결과를 수량화하기 위해 광원을 이용한 각종 센서,
측정 결과를 수치적으로 변환하고 센서를 제어하기 위한 IT 기술, 전술한 기술과 결합한
기구물로 구성
▪ 측정방법에 의한 3차원 측정기는 접촉식 측정기, 비접촉식 측정기, 멀티 센서 측정기로 분류
▪ 계측 센서로는 레이저센서, 접촉식 변위센서, 비접촉식 변위센서, 압력센서, 온도센서 등이 포함
▪ 광학측정기로는 투영기, 현미경, 확대경/루페, 검사거울, 카메라, 영상측정기, 툴프리 세트, 내시경,
변위측정기, 왜곡검사기, 레이저 스캐너 등
▪ 파괴검사(destructive inspection)란 재료나 제품이 파괴되기까지 하중, 열, 전류, 전압 등을 가하여
그 특성을 구하는 검사로,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비틀림시험, 충격시험, 피로시험 등이 포함
▪ 비파괴검사(NDT: Nondestructive Testing)란 재료나 제품을 원형과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고
실시하여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사. 즉 재료나 제품을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특수방법으로 검사
대상물을 파괴, 분리 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함의 유무와 상태 또는 그것의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을 알아내는 모든 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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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광계측 및 센서용 광원은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양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파장을 필요로 하나, 가시광 및 근적외선 광원에 비해, UV 및
중적외선은 개발이 늦어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계측/센서 시장은 협소함
 중적외선 광원은 중적외선 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신기능 광계측/센서 기능을 제공하여 크게
주목받아왔으며 여타 광원에 비해 기술 난이도가 높아 개발이 늦었으나, 근자에 와서
상용화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이 개발됨
▪ 중적외선 광원으로 사용되는 광원은 ceramic rod 또는 coiled wire를 전기적으로 가열하여 얻는
thermal emitter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약한 출력과 긴 광학길이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높은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얻기가 힘드나, 개발되고 있는 다른 광원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보유

 THz파는 0.1~10 THz의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의 한 영역으로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사이로
빛과 전파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며 X선과 달리 인체유해성이 적으면서도 내부 관측이
가능하고 밀리미터파에 비해 파장이 짧아 고화소 카메라를 소형으로 제작 가능하며
유기물들의 결합 에너지에 따라 흡수가 달라져서 조성 분석도 가능함
[ 테라헤르츠파의 대표적인 응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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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센서는 광의 세기, 온도, 압력 등 목적하는 양을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얻어진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환기능을 가진 물질 또는 소자의 단독 혹은
복수의 조합으로 구성됨
[ 센서의 개념도 ]

▪ 인간의 오감에 의해 주위의 상태와 모습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센서는 시스템에서 감각기관의 역할을 함

[ 광계측 및 센서 분야 핵심기술 ]
인관의 기관

인간의 감각

센서의 종류

센서 소자의 일례

눈

시각(빛)

광센서

광도전 소자, 이미지센서, Photo-Diode

귀

청각(소리)

음향센서

마이크로폰, 압전소자, 진동자

피부

촉각(압력) (온도)
(습도)

진동 센서
온도 센서
압력 센서

Strain Gauge, 반도체 압력 센서
백금/NTC 서미스터, Thermopile, T/C
저항형/용량형 습도센서

혀

미각(맛)

맛 센서

pH센서, 전기화학센서, 바이오센서

코

후각(냄새)

냄새 센서

가스센서, Zirconia 소자, 알코올센서

중력 센서
자기 센서

자이로효과(진동자이로), 가속도 센서
Hall 소자, Radar, SQUID

오감이 아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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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감지대상, 감지방식, 구현기술, 집적도 등에 따라 분류
▪ 감지대상 : 물리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등
▪ 감지방식 : 광학식, 전기화학식, 압저항식, 정전용량식, RF식 등
▪ 구현기술 : 기계식, 반도체, MEMS, 나노, 바이오 등
▪ 집적도별 : 단순센서, 전자식센서, 집적센서, 디지털센서, 지능형센서 등
▪ 스케일별 : 센서소재, 센서소자, 센서모듈, 센서시스템 등

 측정 및 계측기기는 제품 분류 관점에서 실험용 분석기기, 전자 계측기기, 물성 측정기기로
분류
▪ 실험용 분석기기 : 분자 분석 장치, 분리 분석장치, 원소 분석 장치 등의 범위이며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기술.
▪ 전자 계측기기 : Multimeter, Power Pmeter, Frequency counter, Universal counter 등의
범위이며,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기술
▪ 물성 측정기기 : 비파괴 검사 장비와 기계적 특성 측정 장치의 범위이며, 재료의 강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기술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 제품분류 기술범위 ]
제품분류

측정 및 시험기기

세부 제품 및 기술

실험용 분석기기

분리 분석장치, 분자 분석장치, 원소 분석장치,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전자 계측기기

Multimeter, Power Pmeter, Frequency counter, Universal
counter,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물성 측정기기

비파괴 검사장비, 기계적 특성 장치, 재료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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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기계산업의 수급구조는 크게 기계 부품(중기업·소기업) → 기계 완제품(대기업·중기업) →
최종 수요산업(대기업)의 3단계로 구분되며, 수요산업과의 협력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개발이 산업성장에 중요한 요소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전방산업

기계 부품 산업
생산설비 산업
금속제품 산업
광부품 산업

측정기기,
시험기기,
조립/포장기계,
자동화기계

농축산 산업, 식품 산업,
에너지 산업, 플랜트 산업,
조선/자동차 산업, 건설 토목 산업,
전자산업, 식품산업, 물류산업

◎ 용도별 분류
 (적용분야) 자동차, 모바일기기, 로봇, 환경, 국방/보안, 의료기기, 가전기기, 산업/계측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에 고화질카메라, 모션센서, 지자기센서, 마이크로폰 등 10여개 이상 탑재되고
바이오/의료기기, 지능형물류, USN 등 새로운 분야로 센서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센서 적용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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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은 IT 융합과 초연결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음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은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제조산업, 환경산업,
응용 산업에 적용
▪

소형화·저가격화, 소재 다변화, 기능화·자동화
다기능(지능형) 센서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음

등의

기술이

우주, 항공, 군수 등 다양한

접목

되면서

초소형,

고성능,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 용도별 기술범위 ]
전략제품

용도

기술 트렌드
•광기술을 통한 생체정보 인식, 환자상태 실시간 센싱, 동작 센싱

헬스케어

등의 정보를 유무선 통신 기능을 통하여 전달하고 분석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센서
•소형화된 스마트 광센서로 전문가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기의 개발이 가능

보안

•바이오·나노 기술과의 융합은 센서의 민감도 및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반도체 및 MEMS 기술의 도입으로
초소형의, 독자적 판단력을 지닌 센서 및 계측기술이 등장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스마트공장 내의 다양한 광센서 및 디바이스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하여 이벤트를 처리하고, 가상시스템 설계를 통한 시뮬레이션
스마트공장

환경 구축
•고장 예지 보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핵심 센서들과 광계측 시스템 관련 기술
•거리 및 공간 스캔 기능을 갖는 센서를 융·복합화하여 3차원
공간을 정밀 스캐닝하며, 높은 거리 분해 능력을 가지는 광학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
•장애물 검출을 위한 고속 영상처리 기술 등의 융합 기술이
집적된 첨단 광기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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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산업은 가치 향상산업, 차세대 성장산업, 수출유망 부품산업, 선진국
주도형산업, 첨단지식산업 등의 특징을 지님
▪ 타 산업에의 적용 및 융합을 통해 기존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 시키는 가치 향상산업임
▪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로봇산업 등의 핵심부품으로서 차세대 성장산업이며, 전후방 효과가 큰 뿌리
산업임
▪ 발전단계상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IT 융합 완성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선진국 주도형산업임
▪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자 고용창출효과가 큰 첨단지식산업임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산업의 범위 ]

 세계 센서 시장은 IT융합의 진전으로 센서 사용이 급증하고 센서의 첨단화 추세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매우 취약한 상황
▪ IT융합의 진전으로 센서가 대부분 기기의 핵심부품으로 대두되어 센서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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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고품질 스마트공장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매우 커서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결과 센서 적용 제품의 고가화가 발생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하락
▪ 중소기업들의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담으로 원천 기술 개발 진행이
어려우며, 시장 수요의 강한 Needs에 의해 개발 투자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과 정책 과제를
통하여 개발 환경 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
▪ 스마트공장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산업은 장치 위주의 산업으로 고가의 제품이라도 품질의
신뢰도가 높고 시장에서 검증된 측면에서 선진국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 저가격 고효율 고성능 제품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 국산화와 원천
기술의 확보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수출경쟁력 확보 가능

[ 스마트 센서 적용 도메인 ]

* 출처 :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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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 센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나노/MEMS 등 제조기술의 접목을
통해 외부 환경 감지를 획기적으로 개선된 센서와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등의 신호처리가 유기적으로 내장된 지능형 센서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이슈로 ’IoT’가 떠오르면서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센서 시스템 분야 시장이 성장
 2018년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9억 달러이며, 2023년 약 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광계측기기) 광계측 세계 시장은 2018년 8.5억 달러의 규모를 나타내었으며, 연평균 약
5.4%의 성장률과 함께 2023년에는 약 11억 달러의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기존 통신용 테스트, 반도체 검사 장비와 같은 광학테스트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우주항공,
오일&가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 광계측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점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 광계측기기 시장은 광센서, 의료 진단기기, CAD/CAM 기반 생산기기 등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동반 성장하는 추세
▪ 전통적인 광통신 분야 외에 생산 분야에서는 자동화 라인의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정밀
광계측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기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생산라인을 아시아, 남미 등으로 이전하는 추세로 해당 지역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북미 성장률 : 4.4%, 유럽 성장률 : 4.6%, 아시아 성장률 :
6.3%)

 (광센서기기) 광섬유 센서 세계 시장은 2018년 약 50억 달러의 규모를 나타냈으며, 연평균
13.2%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약 80억 달러의 규모로 전망
▪ 광센서는 광섬유 센서 분야가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광섬유 센서 시장은 종류에 따라 크게
포인트 센서(Point sensor)와 분포형 센서(Distributed sensor)로 구분되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
2017년 기준 분포형 센서는 포인트 센서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됨
▪ 포인트 센서와 분포형 센서의 연평균 성장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각각 5.0%와
9.9%로 전망함에 따라 둘 사이의 시장 격차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광섬유 분포형 센서의 주요 응용분야 중 건설, 토목, 에너지,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한 SHM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군사, 보안, 의료 분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석유화학/에너지 분야로서 2016년 기준 6.2억 달러에서 2017년
12.1억 달러로 약 2배가량 시장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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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가스 및 원유의 수송 설비인 파이프라인의 감시를 위한 분포형 센서의 적용 확대로 인하여
급격한 시장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광계측기기

811

855

901

947

998

1,052

1,108

5.4

광센서기기

4,674

5,049

5,480

5,969

6,521

7,129

8,072

13.2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9
(광계측) Optical Test Equipment : Global Markets, BBC Research, 2016
(센서기기) Fiber Optic Sensors Global Market Analysis & Forecast, Electronicast, 2018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광센서 산업에서 빠른 기술 변화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생산 단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
 세계 광센서 제품의 가장 큰 소비 산업은 항공 우주 산업과 국방 산업으로 고신뢰, 고품질의
센서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산업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

(2) 국내시장
 2018년도 국내 광정밀기기 시장은 5조 7,05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은 10%, 수출액은 87%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31%감소하여 국내 전체 시장은
2017년 대비 34% 감소함
▪ 국내 광정밀기기 품목별 2018년 매출액은 2017년 대비 10% 증가한 4조 6,990억 임
[ 국내 광정밀기기 시장 ]
(단위 : 억 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수출

13,193.5

12,403.8

14,842.7

15,551.1

12,670.9

16,921.6

31,694.6

3,158

수입

22,194.4

18,675.3

37,397.1

39,673.4

32,809.6

60,392.8

41,763.9

3,996

매출

27,118.7

34,632.9

31,044.2

38,570.1

42,518.9

42,855.7

46,990.2

4,508

국내시장

36,119.5

40,904.5

53,598.6

62,692.4

62,657.5

86,326.9

57,059.6

5,346

* 출처 : (수출/수입)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 통계 중 광정밀기기 관련 분야만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산출
(매출)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밀기기 품목별 통계 조사 결과 반영, 2019
(국내시장) 국내시장 = 매출  수출 + 수입
* 환율기준 : 1 USD = 1,161.4원(2019.12.26.,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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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광정밀기기 시장은 2018년 5조 7,059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8.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조 7,0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시장전망의 경우, 2018년 시장규모 및 2019년 시장전망 규모3)를 바탕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여 2023년까지의 전망치 산정
[ 국내 광정밀기기 시장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57,059.6

62,088.4

67,560.5

73,514.9

79,994.0

87,044.1

8.8

* 출처 : 광산업진흥회 2019 광정밀기기 품목별 기술‧시장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망치 산정

 국내 광계측 및 센서기기 시장은 일부 광수동부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매출형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R&D의 결과물로 광계측기기 및 센서기기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기에, 수입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3) 출처 : 2019 광정밀기기 품목별 기술‧시장 동향 보고서, 광산업진흥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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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선진사 독자적 광센서 플랫폼 개발 전략 추진
▪ (북미) 기존 센서기술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광센서 플랫폼 개발 전략 추진

- Micron Optics사
. 1990년 설립하여 광센서 핵심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추진
. 유럽 Smartec사, 캐나다 FISO사 등과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을 확대에 주력
. 위험 요소 및 사용 환경에 따른 인증 취득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센서 케이블, 부품, 신호분석기 등 주요 부품들에 대한 최고 기술력
보유
. 최근 미국 National Instrument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모색
- FISO사
. Roctest Group의 분사 업체로 OEM 장비 제조와 광섬유 신호 컨디셔너 모듈의 도입으로 다양한
센서 분야에 응용하고 있으며, 75 개국에 지사를 보유한 글로벌 선도기업임
. 의료용을 위한 카데터 혈압센서, 환자 온도측정센서 개발기술력 보유
.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에너지 플랜 산업에서의 실시간 온도 측정 시스템 및 굴절률 측정 기술 개발
보유
. 센서의 표준화 규격인 ISO 9001:2008, ISO 13485:2003의 인증 취득
. BSI Group의 품질 규격의 인증을 획득
- Honeywell사
. 중소 기술업체와 기술합작을 통하여 NxtPhase로 분사하여 스마트 전력 계측 분야에서 현재
가장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여 현장에서 필드 테스트 중

▪ (유럽) 개별 기업 단위로 산업용으로 광센서 개발추진

- Smartec사
. 중소기업으로서 유럽에서 가장 실적이 좋으며, 분포센서 분야 선도 그룹
. 구조적인 물리량 측정 센서로 교각, 빌딩, 터널, 파이프라인, 수로, 제방, 둑, 지질분야, 에너지
플랜, 해양 ,원자력 발전 분야에 적용하는 광섬유 센서 기술 보유하여 산업 전반에 응용되는
센서기술의 확대 적용
. 세계적인 광센서 개발업체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함 (Geomation, FISO, EN OM FRA,
Applied geomechanics, Campbell Scientific, GeoSIG, Instantel, System)
. 부품/시스템 디자인, 부품 조립, 광센서 설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 광센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시장 지배 력을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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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Net사
. 설립 후 10년 이상 된 기업으로 Tendeda 그룹에서 전략적 분사 후 자체 개발을 통 한 실시간
분포형 센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
. 분포형 센서의 구조적인 물리량 측정치를 무선 전송 기술을 보유
. 전략적 요충지인 북해, 중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하는 중요 허브
기업으로 발돋움
.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Upstream Oil & Gas, Downstream Process, Power, and Hydro
환경에 따른 ISO 9001 인증 취득
.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많은 선도 블루칩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turnkey solution을
제공함
- Siemens사
. 발전기, 항공기 등 광섬유 기반 광센서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중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인식으로 측기기의 상용화가 급속히 진행
▪ 광계측기기는 경제성, 설치의 어려움 오랜 동안 적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국제 국가 기술경쟁 력
강화에 대한 인식 재고로 상용화가 급속히 진행
▪ 해외에서 노후된 교량, 건물 등의 보수와 관련하여 실시간 광계측 기술 개발 러시
▪ 구조물과 센서 시스템이 일체화된 스마트 구조(Smart structure)가 이슈가 되고 있음

 스마트 센서의 경량화 및 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중
▪ 스마트 센서는 기능이 단순하고 정밀도가 낮으며 사용이 불편한 이전의 센서에 비해 센싱소자와
신호처리가 결합하여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형, 경량,
고성능, 다기능, 고편의성, 고부가가치의 센서’를 의미
▪ 스마트 센서는 컴퓨터가 갖는 우수한 데이터 처리, 판단 기능, 메모리 기능, 통신 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어 IT 융합과 초연결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센서산업은 센서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완성품의 기능과 성능을 결정하고, 타 산업에 적용되어
기술들 간 융합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를 첨단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

 스마트센서 응용 분야의 확대
▪ 스마트 센서의 응용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마트폰임
- 스마트폰은 기존 가속도나 각속도, 지자기, 오토포커스, 지능 인식 센서 등이 이미 탑재됐으며
스마트폰으로 직접 영상을 쏘는 피코 프로젝터(Pico Projector), 헬스케어 기능을 위한 바이오
케미컬, 자외선을 측정하는 UV 센서, 홍체 인식 센서 등이 탑재
- 향후에는 에너지 저장이나 적외선(IR) 센서, 라임(LIDAR) 등이 탑재될 전망
▪ 자동차 분야에서도 스마트 센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크게 파워트레인과 안전, 바디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도 안전 분야가 스마트 센서의 주 타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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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동차는 안전 분야에 주로 벌크형 센서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가속도와 각속도 등의
관성 센서와 압력 센서, IR 센서, RF 센서가 다양하게 탑재
▪ 제조업 분야에서 90년대 공장자동화에서 발전하여 현제의 스마트제조에 이르기까지 스마트센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대

(1) 기술개발트렌드
◎ 연구 개발 동향
 센서들은 기계 조작과 창고 관리, 공정 제어 등 제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기계 조작
및 창고 관리에 있어서 충돌사고와 위험 지역 예방용으로 센서 기술의 수요가 높음
▪ 비 접촉식 감지 센서는 센서를 오염에 노출시키지 않고 측정하는 데 사용됨
- 수동 적외선(Passive Infrared Rays, PIR)센서는 목표물로부터 방출된 적외선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비 접촉식 센서
▪ 신크라(Synkera)의 전자 코(Electronic Nose, E-nose) 나노센서는 식품 안정성 및 산업 가스 누출
감지를 위해 사용되는 8x8 어레이로 64개의 센서가 하나의 어레이 형태로 종합적인 가스 정보를
감지하는 제품
-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위험한 가스 누출 감지를 위해 가스 센서가 필요함
▪ 센시리온(Sensirion)의 온습도 센서는 온도 센서 기능을 하는 CMOS 위에 폴리머로 된 습도 센서
구조체를 함께 통합해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제품
▪ 신기능 터치 센서는 기존 멀티 터치에서 더 나아가 여러 신호를 필터하고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로 소프트웨어를 처리해 기능을 구현
▪ 최근에는 플렉서블과 웨어러블이란 기술적 화두로 섬유형이나 인쇄형 센서 기술이 결합되고 있음

 적외선 센서 기술
▪ 적외선 센서는 주변 환경의 물체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감지 기기로 적외선을 발사하거나
물체로부터 적외선을 감지함
▪ 장애물 감지, 가스측정 및 감지, 온도 및 습도 측정에 활용되기도 하고, 지게차 같은 운송 수단에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창고 내부에서의 충돌을 방지
▪ 가공업에서 온도 모니터링 및 조절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움직이는 물체의 열을 측정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됨
▪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는 매우 민감해 윤활유의 낮은 습도도 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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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센서 기술
▪ 나노센서는 나노 크기(10억 분의 1미터)의 구조물을 이용해 제작됨
▪ 나노센서는 ppb(미량 함유 물질 농도 단위)범위에서 화학/가스 물질의 미세 입자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민감도가 매우 높음
▪ 나노센서 기술은 화학 산업에서 오일 및 가스, 화학물질 누출 감지에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
▪ 민감도가 매우 높은 초소형의 나노센서는 더 높은 휴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대규모 모니터링
네트워크 환경에 설정되어 산업 안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임

 광전센서 기술
▪ 광전센서는 리시버로부터 반사되거나 난반사되는 빛을 감지하는 LED와 포토다이오드가 내는 빛을 보유
▪ 물체의 근접 정도(거리) 및 존재 유무, 색깔 등 다양한 감지 모드를 보유하고 있음
▪ 장거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 생산중인 제품들의 움직임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

 라임(LIDAR) 센서 기술
▪ 원격 광학 감지기술인 라임은 목표 물체를 비추기 위해 레이저 진동을 이용하고 광검출기를 활용해
물체에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함
▪ 물체의 거리와 위치, 모양, 높이, 너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고해상도로 상세하게 보여줌
▪ 수차 흡수형 라임(Differential Absorption LIDAR, DIAL)기술은 탄화수소가 매우 높은 지역의 오일
및 가스 분자 함량을 감지하는 데 사용됨
▪ 라임 기술은 산업 계획과 감시용 3D 표면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표면 지도화가 가능하게 함
▪ 고해상도 이미지로 광석의 존재를 감지하는 채광조사와 터널을 자세히 분석하고 모델링 하는 데
사용됨

 웨어러블 센서 기술
▪ 웨어러블 센서 기술은 감지, 통신, 컴퓨팅 활동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인체 착용형
전자기기로 센서와 초소형전자공학(Microelectronics), ICT가 융합된 기술
▪ 센서 및 통신 기술 융합은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개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

 가스센서 기술
▪ 가스센서 기술은 산업보건 및 안전성, 산업공정 제어용으로 사용됨
▪ 산업용 가스감지 기술의 주요 방식에는 전기화학 센서, 금속산화물 반도체 센서, 적외선 센서,
촉매비드 센서, 광이온화 센서가 있음
▪ 자동차 배기가스, 보일러 자동제어, 채광, 소방/감지, 실내 외 대기오염 모니터링 등 광범위하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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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 모바일, 웨어러블 등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핵심 8대 센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진행 중
[ 8대 핵심 스마트 센서 분야 ]
센서분야

중분류

주요기능 및 적용 제품(시스템)

레이더센서

2D 레이더 영상 레이더

물체형상인식센서

PMD 라이더 FPA 라이더

자기IC센서

스마트 자기센서

자이로센서

MEMS 자이로센서

압력센서

MEMS 압력 반도체 압력

•자동차용 압력센싱 나노센서 고압/고감도 반도체식 압력트랜스듀서

영상센서

다파장 영상센서 초소형
영상센서 WDR 영상센서

•적외선/가시광 WDR 영상센서 로봇비전용 초소형 영상센서

광센서

적외선 Optics Fiber
Optics 바이오 Optics

바이오메디컬센서

암진단 센서 마이크로
유체칩 모바일용 진단칩
Digital X-ray

•전방충돌방지시스템 자동차, 군수, 보안
•3차원 거리 측정 첨단UI/UX 기술, 게임기, 로봇, 가전
•회전속도, 각도측정 배터리 감시, 전력모니터링
•3축자이로센서, MEMS 패키징, 9축 모션 SoC 통합형

초광대역 이종접합 영상센서
•적외선 감지건축물 안전진단, 전력기기 진단 산업, 항공, 전력,
의료
•폐암진단 마이크로유체칩 휴대형 저전력 소모형 바이오센서 디지털
X-ray 바이오센서

* 출처 : IT 융-복합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센서 기술의 주요 이슈는 센서와 회로, 시스템 기술로 구분할 수 있고, 센서는 감지방식과
감지구조가 핵심으로, 주요 이슈로는 고성능화(기계/전기식, 광/전자 센서), 소형화(MEMS
센서), 다기능화(복합 센서), 저전력화(나노 센서) 등이 있음
▪ 시스템 분야는 소형화와 대량생산화 등의 패키지 분야의 이슈가 크며, 벌크 시스템 형태에서
SiP(System in Package)로 발전하여 패키지를 층층이 쌓는 MCP(Multi-Chip Package)가 등장
▪ 앞으로는 SoC 형태의 MEMS와 CMOS를 직접 집적하는 iMEMS가 등장할 것이며, 나노 기술이
접목되면서 소형화 및 멀티 센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스마트센서 기술수준은 영상 센서를 제외하고 선진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저가의 단순 센서 위주의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주요 스마트 센서(대분류 8대 센서)의 시장 단계는 도입기 (레이더, 관성, Optics, 바이오메디컬),
성장기 (물체 형상 인식, 자기 IC, 압력, 영상)로 분류
▪ 미래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주력 산업성장이 센서 수입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주력 산업의 지능화와 미래 신산업 수요에 필수적인 스마트 센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R&D 투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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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핵심 스마트 센서 분야별 국내 기술 개발 동향 ]
센서분야

레이더센서

물체형상인식센서

동향

•일부 센서소자 분야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핵심
센서는 수입 중심으로 추진됨

•아이폰 이후 모든 스마트폰에 사용될 만큼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수입되며, 국내에서 수년 간 개발을 시도했지만 상용화되지 못함

•ST 마이크로, Bosch, ADI, Murata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자기IC센서

자기IC센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대기업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시작품을
제작한 바 있으나 양산에 성공하여 상용화된 사례는 없음
•ST 마이크로, Bosch, ADI, Murata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자이로센서

자이로센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대기업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시작품을
제작한 바 있으나 양산에 성공하여 상용화된 사례는 없음

압력센서

•국내 업체에서 일부 국산화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집적화 및 모듈화를
진행하는 케피코 등의 경우 센서는 수입에 의존함
•영상센서의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수준이 해외 선두 업체인 Micron

영상센서

technology, Omni vision 등과 격차가 거의 없음
•국내에서 화소의 크기 기준으로 1.4 micron까지 개발되고, BSI방식의 최신
기술 출시
•국내 광섬유 센서 기술력은 학술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광센서

상용화와 관련된 기술력은 많은 차이가 있음
•국내 광섬유 센서 시장이 작아서 벤처기업에서 시작된 몇몇 중소기업에서만 광섬유 센서
개발에 참여
•스마트 바이오메디컬 센서와 관련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바이오메디컬센서

연구개발 역량과 비교할 때 20% 수준(나노기술수준평가, KISTI)으로 조사되고
있음
•아날로그 회로설계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주요 공정설계에 필요한 반도체 IP

기타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대부분 해외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함
•생산 공정은 최근에 송도 등의 신규 설비에서 시험 생산은 가능하나, 대량
생산의 경우 해외 선진 업체의 국내 법인에 위탁 생산하는 실정임

* 출처 : IT 융-복합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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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및 측정기기는 생산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 중
▪ 생산자, 장치, 기능 중심에서 사용자, 컨텐츠, 감성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 생산에서 대량 맞춤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며, 과거 공업계량 중심의 계측기기가 냄새, 슬픔 등 감성지수형 계측기기로 변모,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과 잠재적인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새로운 형태의 가상 계측가치 상품의 등장
▪ (가상 계측기, 계측 데이터 거래소, 계측 컨텐츠)과 GE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 세계 발전소 감시
및 제어 시스템과 같은 글로벌 계측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 체제 출범으로 인한 나노, 정보,
네트워크 중심의 Open&Global 기술경쟁력 시대에 진입하였다는 점

 융합기술(정밀계측기술+산업기술) 전개
▪ 국가경쟁력이 양극화되어가고 있는데, 미국 농무성의 ’Precision Agriculture Program’과 같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연농업의 플랜트화와 정밀계측기술 기반 확보를 통한 제조기술 부가가치의
원천장악이라는 신산업체제 확보로, 새로운 부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유수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기술환경분석
 스마트센서의 응용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마트폰임
▪ 스마트폰은 기존 가속도나 각속도, 지자기, 오토포커스, 지능 인식 센서 등이 이미 탑재됐으며
스마트폰으로 직접 영상을 쏘는 피코 프로젝터(Pico Projector), 헬스케어 기능을 위한 바이오
케미컬, 자외선을 측정하는 UV 센서, 홍채 인식 센서 등이 탑재
▪ 향후에는 에너지 저장이나 적외선(IR) 센서, 라임(LIDAR) 등이 탑재될 전망

 자동차 분야에서도 스마트센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크게 파워트레인과 안전, 바디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도 안전 분야가 스마트센서의 주 타깃임
▪ 기존 자동차는 안전 분야에 주로 벌크형 센서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가속도와 각속도 등의 관성
센서와 압력 센서, IR 센서, RF 센서가 다양하게 탑재



제조업 분야에서 90년대 공장자동화에서
스마트센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대

발전하여

현재의

스마트제조에

이르기까지

▪ MEMS 가속도계를 이용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베어링 결함이나 그 외의 일반적인 원인을
조기 감지 연구가 활발함

 스마트센서와 상위 시스템이 교신할 수 있는 ’아이오링크(IO-Link)’ 표준 확산
▪ 아이오링크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솔루션으로 스마트센서가 상위 제어 시스템과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함
▪ 아이오링크를 사용하는 스마트센서는 생산라인 진단 정보를 모니터링 해 실시간으로 상위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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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빠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함
▪ 기존에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같은 하위 단계까지는 통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이오링크가
적용되면 센서 레벨가지 디지털화돼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공장 구현에 유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혁신 3.0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센서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관을 포함한 ’첨단센서 2025포럼’을 발족함
▪ 포럼은 운영위원회와 스마트기기, 자동차,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산업용·스마트공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별로 센서 수요기업, 센서기업, 학계, 연구계 인사들로 구성
▪ ’2025년까지 센서 4대 강국 (현재 7위) 진입’을 목표로 센서 산업계,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함
- 산업부는 첨단 센서산업 육성을 위해 ’15~’20년까지 총 1,508억 원을 지원할 계획
- 10대 핵심 센서소자를 개발·국산화하고, 센서 전문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
* 10대 핵심 센서소자 : 영상센서, 자기센서, 관성센서, 압력센서, 레이더센서, 환경센서, 광학센서, 적외
선센서, 음향센서, 바이오의료센서
- 산업부가 추진 중인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자율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첨단
센서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과 연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임
▪ 이번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첨단 스마트센서를 본격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인 만큼, 향후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
시스템 산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 안전‧건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창의 산업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 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에너지 산업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센서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험·신뢰성 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하는 「(가칭)센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을 별도로 추진
▪ 나노종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센서 관련 장비를 보유한 기관을 지역
거점으로 지정·활용
▪ 스마트센서 전문기업이 수요(세부분야, 기술수준 등)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이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고급 센서 인력(연간 60여명) 양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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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산업 고도화 전문기술 개발사업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부품무역 및 제조창업 기반구축,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 제조 신기술의 시생산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종합지원 허브센터 운영

 센서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15년 기준 4조 원의 생산유발, 1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13,80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 창출 전망
▪ 산업부의 계획대로 국내 생산액이 증대될 경우를 가정하면, ’20년 기준으로는 약 8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 및 2만 8천 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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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GE의 센서-솔루션 비즈니스
▪ ’13년 가동 중단된 이탈리아 북부 키바소 복합화력발전소 주요 설비에 1만 개 센서를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산업인터넷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디지털 파워 플랜트’를 제공하고
발전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분석해 키바소 발전소 가동 시간이 2.5배 향상되면서 전력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됨

 Google은 2017년 4월 ’수퍼 센서’ 역할을 하는 구글 렌즈를 공개
▪ 렌즈로 꽃을 센싱하면 꽃임을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Google의 정보 플랫폼을 통해 품종까지
판별하는 등 이미지 센서 기능과 인터넷을 통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실제 수만 개의 가상센싱
기술을 구현

 물류기업 Fedex는 기온, 습도 등에 취약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노하우를 결집하고
’Senseaware’라는 기기를 개발
▪ 환경 및 위치센서로 구성된 Senseaware는 배송하는 물품에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솔루션 비즈니스와 연동

 아이나노바이오(INanoBio), 미국
▪ 2007년에 설립된 아이나노바이오는 가스 누출 감지용 나노와이어 센서를 기반으로 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ive Transistor, FET) 센서를 개발 중임
- 이 나노센서 기기는 외부기준 전극과 재측정이 필요한 기존의 pH 감지기기를 대체할 수 있음
▪ 산업 연료와 공정제어 시스템에서 낮은 농도의 수소와 산소를 감지할 수 있음
▪ 산업 연기와 배기가스 감지를 위해 높은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나노센서 개발을 계획 중

 나노 엔지니어드 애플리케이션(Nano Engineered Applications), 미국
▪ 2010년에 설립된 나노 엔지니어드 애플리케이션은 고체상태의 전기 감지와 나노물질을 결합시킨
칩으로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누마(Nuuma)’를 개발 중
▪ 누마 통합 칩 플랫폼은 비행 중 실시간으로 가스를 ppb농도로 감지할 수 있고, 누마 칩 기기는
차세대 나노기술 기기로, 가스를 감지하기 위한 단일 벽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하고 있음
▪ 누마 칩은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수준을 감지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와 같은 스마트 웨어러블에
통합될 수 있고, 칩 기반의 가스 감지는 위험 지역 산업 근로자들에게 가스 누출 또는 방출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웨어러블 시스템을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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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시스템(RaE Systems) 미국
▪ 레이 시스템은 Honeywell 계열사로서 산업 가스 누출의 위협 및 보안용 가스감지 솔루션 시스템에
있어 선두기업임
▪ 레이 시스템은 광이온화 탐지기와 무선 방사선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독성의 산업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감지하는 무선 휴대용 모니터 및 다중 위협 감지 시스템인
에이리어레이 플러스(AreaRAE Plus)를 개발함
▪ 이 제품은 1미터 범위 내에서 108dB의 다중 신호를 보내며, 위험 모니터링 알고리즘인
알로하(ALOHA)로 구성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무선으로 결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록함

 스마트캡 테크놀로지(SmartCap Technologies Pty), 오스트레일리아
▪ 2009년에 설립된 스마트캡 테크놀로지는 근로자의 피로상태를 측정해 알려주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인 스마트캡을 개발하였고, 여기에는 사용자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향상된 센서 알고리즘과
통합 이동식 스마트 프로세서가 장착됨
▪ 이 제품은 데이터가 동기화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시킴

 OPGAL 옵트로닉스 인더스트리(OPGAL Optronics Industries), 이스라엘
▪ 1983년에 설립된 OPGAL 옵트로닉스 인더스트리는 산업용 적외선 카메라와 열 이미지 안정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일 및 가스 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시적인 유독 가스 방출 및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EyeCGAs’ 라는 소형 광학가스 이미징 카메라를 개발 중임
▪ EyeCGAs는 가스 누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에 GPS 데이터가 포함되며,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정유공장, 채광, 지하저장탱크, 전송파이프, 해양석유 굴착장치를 모니터하는 데 사용됨

AMS AG (독일)
▪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스마트 홈 및 빌딩, 산업 자동화,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광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임
▪ 휴대폰, TV, 태블릿,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기반 제품에 사용되는 광센서를 제조 및
판매 중임

 세계 센서시장은 IT융합의 진전으로 센서사용이 급증하고 센서의 첨단화 추세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
▪ 국내 기업은 첨단 센서에 대한 기술력 부족과 일반 센서의 가격경쟁력 취약으로 인해 선진기술
보유국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 상태
▪ 센서기술은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센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첨단센서의 경쟁력을 타산업분야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음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독일·일본 등이 최고 수준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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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센서 기술 수준 분석 ]
구분

소재

설계

설비

양산

핵심

평균

미국

100.0

100.0

90.0

85.0

100.0

95.0

유럽

100.0

100.0

95.0

95.0

100.0

98.0

일본

100.0

95.0

90.0

100.0

100.0

97.0

한국

55.5

72.4

70.0

69.7

55.8

64.7

* 출처 : CHO Alliance, IoT 시대에 주목받는 스마트 센서 유망분야 시장전망과 개발동향 (2015)

 스마트 센서가 대부분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확대되면서 센서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음
▪ 센서산업 자체만으로도 향후 IoT 진전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센서 산업은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이 커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센서산업 현황, 높은 기술장벽, 센서기술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시장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센서 핵심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55.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첨단 센서는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국내 수요의 대부분(약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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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분류별 주요기업 ]
구분

물리센서

화학센서

바이오
센서

해외업체

국내업체

응용분야

압력

모토로라, 덴소, 보쉬, 델
파이, 인피니언, TI

KEC, 케피코

자동차, 의료, 자동화공정,
가정/사무기기, 모바일기기

가속도

Analog Device, 보쉬, 덴소,
모토로라, TI, VTI

현대오토넷, 케피코,
마이크로인 피니티, 카스

자동차,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각속도

보쉬, Silicon Sensing
System, Panasonic, Siemens

현대오토넷, 케피코,
마이크로인 피니티, 카스

자동차,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토크

보쉬, BI-Tech, TRW,
SSI-Tech,Hella, 발레오,
Koyo, NSK

대성전기, LG 이노텍

자동차,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레벨

Hella, AISHIN, WABCO

현대오토넷

자동차,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유량/
유속

Intelligent Controls,
McMillan, Namco Controls,
Hanatek

아이에스텍, 두온 시스템

자동차, 자동화공정, 의료,
환경

온도

Sensivision, Kamstrup,
Auxitrol, Temperature
Specialists

오토닉스, 코닉스, 엠에스티

자동차, 의료,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습도

Sensivision, Able
Instruments&Control

엠에스티

자동차, 의료,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광

Gems Sensors, ENDRICH,
Mikoelektronik Gmbh

고덴시, KEC

의료, 환경,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보안

이미지

Agilent, OmniVison,
Toshiba, Sharp, Sony,
Kodak, Micron, Mastusita,
Nikon, Mistubishi

삼성전자, 매그나 칩,
한성엘컴텍

자동차, 의료, 환경,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보안,
모바일기기

가스

Figaro, Fis, Nemoto, Riken
Keiki, Monox

동보무역,신우전자,
한국에머슨프로세스, 센코,
센텍코리아

자동차, 의료, 환경,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보안,
모바일기기

혈당
센서

산쿄제약, Sontra, Medical

아이센스, 올메디쿠스

의료, 바이오

단백질
센서

Ciphergen, Genome
Solutions

프로테오젠, 파나진

환경, 의료, 보안, 바이오

DNA
센서

Affymetrics, 캐피털 바이오,
Caliper Technologies

굿젠, 디스진, 마이크로젠

환경, 의료, 보안, 바이오

세포칩

마쯔시타전기, Cephied,
Applied Biosystems

바이오니아

가정/사무, 환경, 의료,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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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ch, Novasensor, Honeywell, Areescale, Analog Device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센서 및
스마트 센서 R&D를 주도
▪ 자동차용 센서의 경우, Bosch, Freescale, Analoge Device, BEI Tech 등 약 4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가격, 신뢰성, 크기, 정밀도 등이 주요 경쟁요소
▪ 의료용 센서의 경우, Novasensor, Honeywell, Measurement Specialities 등의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승인, 장수명, 신뢰성, 정밀도, 가격 등이 주요 경쟁요소
▪ 항공/군수용의 경우, Honeywell, BEI Tech, Colibrys 등 약 15개 이상이 R&D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범위, 충격 방지, 저전력, 장기 안전성 등이 주요 경쟁요소
▪ 민수용 센서의 경우, Analog Device, ST Micro, Freescale, Hitachi, Bosch 등 약 1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가격, 정밀도, 크기 등이 주요 경쟁요소

 세계 각국은 첨단센서의 경쟁력이 산업분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집중지원 중이며,
첨단센서 개발에 필요한 공공 R&D 인프라와 상용화 파운드리 구축‧운영
▪ Intel, 코닝, 하니웰, 제록스 등의 업체에서는 ’MEMS Industry Group’을 신설하는 등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Nova Sensor, Motorola, Delphi 등의 업체에서 MEMS 기술을 이용한
센서를 생산, 판매 중
▪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아시아의 경우 열처리 서비스와 장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신흥공업국 시장에서 스마트공장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열처리
장비 판매를 위해 고효율 장비의 국산화요구
▪ NTT 도코모는 기계가 인간의 음성을 인식하고 의미를 해석하여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출시(⽥中深⼀郞, 2013)
▪ USC(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의 Viterbi 연구팀이 개발한 촉각센서는 117개의 재료를
95% 수준에서 구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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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이 전망한 5년 후 컴퓨터의 오감 인식 ]
감각

정보 이용 예시
•이미지와 동영상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형태로 센싱능력 발전

시각

•의료 영상 혹은 이미지에서 특정 상황 정보를 인식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음식사진에서 질량을 인식하여 칼로리를 계산하는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소리를 정밀하게 인식하여 현재의 상황을 제시

청각

•산이나 바다의 미세한 소리로부터 산사태, 해일 등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며, 가깝게는 집안의
특정(충격) 소리를 측정하여 화재나 침입 등 감지 가능
•단맛, 짠맛, 신맛 등 여러 가지 맛이 나는 물질을 감지하여 정보를 제시

미각

•개인별로 선호하는 맛이 다르므로 특정 음식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호불호를 표시함으로써 여러 음식들
중 가장 적절한 음식을 권유할 수 있음
•공기 중에 떠있는 물질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후각

•가스센서가 대표적이며 인간의 호기 중에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수소, 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00종류 이상이 있으며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관련 물질이 호기 중에 기준치 이상 발생하므로 이를
통해 질병 진단 및 현재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촉각

•온라인 쇼핑 등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특정 질감을 직접 만지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출처 : IBM(2012), 이치호(2013) 등의 내용을 수정 및 재정리함

 광계측 관련 주요 기업 리스트
▪ 북미 : MicroOptics, Luna Innovation, MicroStrains, Neoptix, BaySpec, Blue Road Research,
IFOS, New Focus, Avensys
▪

유럽: SmartTec. RocTest, Telemac, Technobis Fibres Technologies, Isben Photonics,
Advanced Optic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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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국가별 주요기업의 광계측기기 개발 현황 ]
개발 및 생산분야
국가

업체명

비고
광학부품

센서모듈

신호처리시스템

Mircon Optics

O

O

O

Agilent

O

X

O

JDSU

O

O

O

Ocean Optics

O

O

O

FISO

X

O

O

O/E Land

O

O

O

FOS

O

O

O

영국

Sensor Net

X

O

O

독일

IPHT

X

O

O

스위스

Smartec

X

O

O

일본

Lazoc

X

O

O

미국

캐나다

광센서 및 계측기 전
분야에 걸쳐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주요기업과
협력관계구축도모

장거리 분포형 센서 및
계측기기술특화

진동센서기기특화

 고정밀도 광섬유 센서 기술동향
▪ 고정밀도 광섬유 센서 기술은 스위스 Smartec사, 영국 Smartfibers사, 미국 Micron Optics사,
Blue Road Research사, 캐나다 Roctest사, 일본 Shobond사 등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없으나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임
[ 최근 업체동향 ]
기업체명

최근동향

분야

ㅇ1996년 설립된 연구중심 회사로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실적 보유
ㅇ 간섭형 광섬유센서인 SOFO, 광섬유격자 센서인 MuST, 광섬유 분포센서인 MuST
Smartec
(스위스)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
ㅇ 미국의 Micron Optics사와 전략적 제휴관계
ㅇ 개발 프로젝트에 주력
ㅇ1990년 설립되어 광통신용 Tunable filter와 광섬유격자 센서, 광계측 시스템을

Micron
Optics(미국)

개발하여 상용화
ㅇ 광섬유격자 센서 및 시스템으로서는 가장많은 실적보유
ㅇ 1967년 설립된 토목 관련 계측기 전문 제조회사

Rocest
(캐나다)
Yokogawa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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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4년 광섬유격자 Monitoring 분야에 상용화센서시스템을 제조하는 FISO
Technologies가 100% 출자 설립
ㅇ일본 NTT와의 공동개발로 BOTDR, ROTDR, 광섬유격자 센서 등 다양한 방식의
광섬유 구 조물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

광부품/
계측기/
광센서/
광계측
응용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광학 센서의 기술동향
▪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일본, 유럽에서 기술을 선도 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독점기술은 없는 상황임
▪ (북미) 기존 센서기술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광센서 플랫폼 개발 전략 추진
▪ (Micron Optics) 1990년 설립하여 다기능 집적형 광센서 핵심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추진
▪ 유럽 Smartec사, 캐나다 FISO사 등과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을 확대에 주력
▪ 위험 요소 및 사용 환경에 따른 인증 취득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센서 케이블, 부품, 신호분석기 등 주요 부품들에 대한 최고 기술력 보유
▪ 최근 미국 National Instrument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시장 지배력 상승
▪ (FISO) Roctest Group의 분사 업체로 OEM 장비 제조와 광섬유 신호 컨디셔너 모듈의 도입으로
다양한 센서 분야에 응용하고 있으며, 75 개국에 지사를 보유한 글로벌 선도기업임
▪ 의료용을 위한 카데터 혈압센서, 환자 온도측정센서 개발기술력 보유
▪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에너지 플랜 산업에서의 실시간 온도 측정 시스템 및 굴절률 측정 기술 개발 보유
▪ 센서의 표준화 규격인 ISO 9001:2008, ISO 13485:2003의 인증 취득
▪ BSI Group의 품질 규격의 인증을 획득
[ 주요국가의 광학센서 기술점유율 ]

▪ (Honeywell) 중소 기술업체와 기술합작을 통하여 NextPhase로 분사하여 스마트 전력 계측
분야에서 현재 가장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여 현장에서 필드 테스트 중
▪ (유럽) 개별 기업단위로 산업용으로 지능형 광센서 개발 추진
▪ (Smartec) 중소기업으로서 유럽에서 가장 실적이 좋으며, 분포센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 구조적인 물리량 측정 센서로 교각, 빌딩, 터널, 파이프라인, 수로, 제방, 둑, 지질분야, 에너지 플랜,
해양, 원자력 발전 분야에 적용하는 광섬유 센서 기술 보유하여 산업 전반에 응용되는 센서 기술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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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광센서 개발업체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함 (Geomation, FISO, EN OM FRA,
Applied geomechanics, Campbell Scientific, GeoSIG, Instantel, System)
▪ 부품/시스템 디자인, 부품 조립, 광센서 설비, 모니터링 소프트 웨어 등 광센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시장 지배력을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 보유
▪ (SensorNet) 설립 후 10년 이상 된 기업으로 Tendeda 그룹에서 전략적 분사 후 자체 개발을 통한
실시간 분포형 센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
▪ 분포형 센서의 구조적인 물리량 측정치를 무선 전송 기술을 보유
▪ 전략적 요충지인 북해, 중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하는 중요 허브
기업으로 발돋움
▪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Upstream Oil & Gas, Downstream Process, Power, and Hydro 환경에
따른 ISO 9001 인증 취득
▪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많은 선도 블루칩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turnkey solution을 제공함
▪ (Siemens) 발전기, 항공기 등 광섬유 기반 광센서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중
[ 국외 중요 기업 동향 ]
회사명

국가

설립연도

관련 동향
•2014년 MEMS 시장 매출 3위

프랑스
이탈리아

1987

•Apple 아이패드 에어와 HTC원에 MEMS마이크 공급
•차량용 가속도 센서(AIS3624DQ) 출시
•2014년 MEMS 시장 매출 1위
•주력 시장은 차량용 MEMS 센서

독일

1886

•Apple 아이폰 5S, 5C,아이패드 에어 가속도 센서 공급
•가속도 및 자이로스코프를 통합한 6축 센서를 양산, Sony, 삼성전자,
HTC에 공급하고 있음
•Apple 아이폰 6 시리즈에 모션센서 공급
•2013년 아나로그디바이스(ADI)의 MEMS 마이크 사업 인수

미국

2003

•2013년 한국에 디자인 R&D센터 설립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해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개발을 돕는
모션앱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2012년 모바일 디바이스 부문 3축 가속도계 MEMS센서 시장 점유율 2위
미국

1993

•Micro-Amp Magnetic Gyro(KMX61G)가 2013 센서 엑스포&컨퍼런스에서
2013년 최우수 혁신상 수상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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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아이폰 5S, 6에 지자기센서 공급
•2012년 모바일 디스바이 부문의 세계 MEMS센서 매출액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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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국내 센서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 상당수의 기업이 수입된 센서를 기반으로 제품의 후가공, 조립, 패키징에 의한 모듈 생산에 의존
▪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칩과 프로토 타입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술 격차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국내 센서 산업은 기반기술 부족으로 센서 칩을 수입한 뒤 모듈화해서 공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직접 칩을 개발해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나 테스트 기관이 없는 상황이며, 기술 특허는
양적·질적 모두 글로벌 평균 이하인 상황임
▪ 휴대폰용 이미지센서가 세계 센서시장 생산량의 1.7%를 차지했지만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
실정



광센서 분야 국산화 현황
▪ 현재까지 국내 기술개발은 대학 및 기초연구기관 위주로 학제적 연구 기반으로 발전
▪ 광섬유센서의 경우 GIST, 한양대, 부산대, 한국광기술원, KIST 등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광섬유
격자형 (FBG: Fiber Bragg Grating) 광센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
▪ 광섬유격자형 광센서에 대한 상용화는 이제이텍, 바이텍 등 국내의 토목 및 구조물 계측 시장에 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패키징하여 판매하는 기술 종속 형태
▪ 그 밖의 광센서 업체들은 포화된 시장에서 신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대처 어려움으로 저
가격화에 의한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대로 고전
▪ 광섬유 브릴루앙 센서, 광섬유 라만 센서, 평탄형 광회로기판 센서 등 고부가가치형 지능형 광센
서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거나 미진한 상태
▪ 또한, 광센서 시스템에서 센서 헤드의 일부 국산화는 이루어졌지만,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센서 계측분석기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을 이용한 국산화 및 산업화가 시급한 실정
▪ 광센서 분야 기술 개발은 센서 모듈 및 시스템 일부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
된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지원 필요 및 핵심 광학부품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 국내 광계측 및 센서기기 분야 산업은 원천기술, 자본, 설비,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
해 뒤쳐져 있으며, 그 정도는 평균 3년 정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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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센서분야 국산화 현황 ]
개발 및 생산분야
업체명

비고
광학부품

센서모듈

신호처리시스템

Fiberpro

x

x

o

아이세스

x

o

x

FBG Tech

x

o

x

한국유지관리

x

o

x

시뮬레이션테크

x

x

o

SJ Photonics

x

o

o

주요제품은 FBG
센서이며, 대부분의
센서 및 계측장비는
Micron
Optics(미)로부터
수입

 광계측기는 광 산업 분야별의 10%∼15% 정도의 수요가 광학장치 및 광계측기이고, 특히
광정밀기기의 경우는 광계측기가 85∼9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국내 계측기 산업은 선진국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등 후발산업국의 저가격 화
공세에 노출되어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 특히, 고성능 및 고부가 가치 분야인 계측산업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국에 기술적
종속이 심화되고 있으며, 센서분야에서도 기술 독점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센서 산업의 필요성,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 기술경쟁력은 국내 대학 및 연구
소 일부에 국한되고 있어 산업화 기술 완성도 부족 및 제반 여건 미흡 등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음
▪ 부품 조립, 패키징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핵심 부품 기술이 해외 기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시스템 운용 및 집적화 기술은 선진국 대비 3년 이상 격차가 있음
[ 최근 광섬유센서 및 계측기 관련 국내업체동향 ]
기업체명
Fiberpro
아이세스

ㅇ다양한 광부품 기술 보유
ㅇFBG 계측시스템 및 센서 모듈 기술보유
ㅇFBG 센서 모듈 특허 다수 보유

SJ포토닉스

ㅇFBG 센서 모듈 및 FBG 계측시스템기술보유

한국유지관리

이제이텍
일신테크
이노인스트루먼트

분야

ㅇFBG 센서 신호처리 시스템 상용화

FBG코리아

시뮬레이션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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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선박용 FBG 계측시스템, BOTDR 계측시스템발
ㅇFBG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장적용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에 주력
ㅇ안전진단용 광계측시스템 사업화
ㅇ Smartec과 같은 외국회사와 협력관계
ㅇ광융착 접속기/광섬유 절단기 특허 다수보유
ㅇ광융착 계측기 관련 기술 다수 보유

광부품/
계측기/
광센서/
광계측응용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국내 센서 산업의 경우 삼성전기,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형 부품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 상당수의 기업이 수입된 센서를 기반으로 제품의 후가공, 조립, 패키징에 의한 모듈 생산에 의존
▪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칩과 프로토 타입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술 격차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직접 칩을 개발해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나 테스트 기관이 없는 상황이며, 기술 특허는
양적·질적 모두 글로벌 평균 이하인 상황임
▪

휴대폰용 이미지센서가
성장동력이 없는 실정

선방해

세계

센서시장

생산량의

1.7%를

차지했지만

이후

새로운

 국내의 경우 바이오센서 기술개발은 주로 기초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 바이오센서 연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52건이며 그 중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한 종합적
성격의 연구는 71건으로 10%의 수준임
▪ 바이오센서 시스템 연구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바이오센서를 구성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이것이 실제 제품화하는 측면까지 고려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술개발이 가장 긴
혈당측정기구와 관련된 제품이 제대로 출시되지 않는 상황임

 고부가가치, 정밀 센서인 MEMS 센서는 개발 및 생산은 미진
▪ MEMS 국내관련 업체는 20여개 내외로 활동하고 있으나, 삼성전기와 GE센싱 등이 자체 Fab으로
기초적인 MEMS센서를 생산하고 있고 SML, I3System 등은 시제품 개발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이며, 나머지 업체는 수입제품의 조립/가공/패키징하여 생산하는 실정
[ 국내 주요 MEMS 센서 업체 ]
구분

주요 업체

Fabless

빅텔, SNR, SML전자

센서 생산

삼성전기,현대오토넷, GE센싱 코리아, 그린센서, 카스, 오토닉스, 뉴인스, DK센서,
한울인텍스, 오토전자, 센텍코리아, SY하이테크, 세연테크놀러지

센서 조립

씨멘스이디오 한라

센서네트워크

태광이앤씨, 한국무선네트워크, SNR, 세연, 빅텍

기타

네오와인, SMR, 한화

123

전략제품 현황분석

[ 국내 중요 기업 동향 ]
회사명

국가

설립연도

관련 동향
•항법센서 전문기업으로 로봇청소기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민수용
항법 시장에 진출

한국

2001

•국산 무인기(드론)와 유도탄 개발에 자체 개발한 군수용 항법센서와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기술 개발 진행 중
•군수 분야 국산화가 필요한 MEMS(자이로, 가속도계, 압력센서)와
관성측정 장치(IMU) 개발에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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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05

한국

1998

한국

1997

한국

1982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MEMS 관성센서 전문업체
•유도무기 항법 및 탐색기 안정화용 자이로, 가속도계 개발 생산

•MEMS 블로메타 타입 적외선 센서 개발
•방산 업체로 민수, 수출, 방산용 적외선 센서 양산

•국내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 부문 1위 기업
•근접센서, 포토센서, 광화이버센서, 압력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제공

•산업용 자동제어시스템 및 전기, 전자제품 수입/제조/판매업체
•기술제휴를 통해 타이머, 근접센서 등을 국산화하고 있음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국내의 경우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UNIST등에서 광계측기 및
센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전자부품연구원
- 스마트센서연구센터를 설립해 나노/MEMS기반 스마트센서, 차세대 입력디바이스 및 내츄럴
UI/UX, 집적광학센서 및 소자, 환경/바이오센서 및 소자, 무선전력 등 자립형 디바이스 기술,
스마트센서 응용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음
▪한국광기술원
-

다기능 센서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멀티대역과 각 대역에서 100 nm 이상의 밴드폭, 수백
kHz이상 파장 스캔을 통한 실시간 센서 신호획득 초고속 광원 모듈과 센서 모듈 산업인프라
시설의 안전도 및 유해가스, 변화되는 물리적 요인 계측용 광센서 모듈, 광신호의 모니터링, 측정
데이터의 저장 및 사용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로거 및 분석 모듈등을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광센서 분야 34개 기업체 및 스마트가전 분야 27개 기업체와 기술교류회 운영, 기술이전 1건,
신규 공동연구 2개 기술을 발굴. 이외 국제공인시험지원, 신기술설명회, 기업체 애로기술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UNIST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 스마트센서 인터페이스, 스마트센서 소자 및 소재, 웨어러블 스마트센서 등 3개 분야를 융합
연구하고 있음 자동차, 모바일, 산업방재 등 분야별로 특화된 사업 중심의 기술 개발과 관련
중소기업의 제품 설계에서부터 양산까지 적극 지원

 해외의 경우 센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활발한 기술개발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
▪ (R&D 지원) 세계 각국은 첨단센서의 경쟁력이 他산업분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집중지원
중임
▪ (인프라 구축 현황) 선진국에서는 첨단센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공공 R&D 인프라와 상용화
파운드리가 활성화

◎ 연구개발 자원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 제품서비스기술/공정·품질기술/산학연협력기술/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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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산업육성(융복합기술개발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사업
-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산업엔진 프로젝트(19대 미래성장동력)
 차세대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 센서산업 고도화 전문기술 개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력양성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보급사업을 통해 2017년 11월 말까지 4,889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고, 2025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
- 추진단이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보급 및 확산사업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 표준진단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음
- 스마트공장 R&D 로드맵을 수립해 설계 자동화, 품질 고도화, SW 통합운영, 개방형 산업 IoT
플랫폼 등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한 6대 R&D 과제를 진행
-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표준진단모델을 개발, 자발적 진단 지원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획기적인 생산성·경쟁력 제고
- 개인맞춤형 유연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융합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공장 자동화 설비, 지능형로봇, 자율 공정 시스템 등에 복합센서 연결 및 데이터 수집·제어
등에 활용
▪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
-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의 후속조치
- 성장성·경쟁력 등을 고려해 10대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모듈기술 및 스마트 센서 핵심 성능 구현을
위한 공정·회로설계 기술 개발
-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개발·제작·테스트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공통 시설·장비 등 제작
지원 환경 구축
- 투자유치·마케팅 진행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디바이스 제작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저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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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전략) 성장동력 산업변화에 따른 센서 R&D 전략 변화
▪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IT, 에너지IT, 자동차IT 등 융․복합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
▪ 시장이 있는 주력산업(자동차, 모바일)에 핵심역량 집중
▪ 미래 신시장 대비를 위한 에너지/국방/의료분야의 나노/MEMS 센서응용기술 확대연구
[ R&D 전략 변화 추이 ]

 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 중소기업전용연구시설(Rental Lab)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동연구수행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공간을 제공
- 연구원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근접 지원
- 지원내용은 크게 시설 지원, 장비 지원, 기술 및 공동연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통서비스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 중소기업이 R&D 및 상용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애로기술 지원, 시험 측정장비 지원 및
고주파 시험시설을 활용한 시험지원 등에 대한 통합기술을 지원
- 시험지원은 고주파 부품, 모듈 등의 고주파 특성, PIMD, 신뢰성 시험지원 및 민간 시험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민간시험시설을 지원
- 장비지원은 고가의 시험·측정 장비를 IT 중소기업에게 임대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연구개발과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양산 및 마케팅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 중소기업이 첨단 고가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제작장비 공동 활용 (K-ICT 디바이스랩)
- 지역 인프라와 K-ICT 디바이스랩의 장비와 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 활용 추진
- 旣 구축된 시제품 제작 지원시설을 연계·활용 및 웨어러블 특화 장비(유연소재 3D프린터 등) 추가
구축을 통해 웨어러블 특화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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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경북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센서 기업 및 업종 다각화 희망기업 대상
- 스마트센서 관련 제품개발 및 조기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 지원
- 회로설계, 전자기파 간섭 해석, 소비전력 해석 SW 지원
▪ 경기도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한국나노기술원)
- 경기도 내 15개 기업을 선정, 나노 기술개발을 위해 장비 지원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광계측 및 센서 기술 분야 관련 연구개발은 전자부품연구원,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음

한국광기술원,

UNIST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분야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UNIST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분야 주요 연구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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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속

연구분야

전자부품연구원

융합시스템연구본부
SoC 플랫폼연구센터
에너지 IT 융합연구센터
첨단소재부품연구본부
스마트센서연구센터

•프로세서와 메모리간 융합기술, 융복합 스마트 센서 신호처리 기술
•스마트 센서 태그
•나노/MEMS 스마트센서, 차세대 입력 디바이스 및 내추럴 UI/UX,
스마트센서 응용시스템

UNIST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초연결을 위한 IoT 통신/네트워크 및 스마트 센서 핵심원천 기술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초연결통신연구소
ICT소재부품연구소
소재부품원천연구본부
실감소자연구본부

•IoT연구본부
•ICT소재연구그룹 : 열파 기반 생체 센서, MEMS 공정 기반 센서 등
•융복합센서연구그룹 : 나노 소재 기반의 고감도 센서 소재, MEMS
공정 기반의 초소형 MEMS 센서 소자, 센서 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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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는 빛을 생성하는 광원, 광을 송신/수신하는 광학계, 광학측정,
신호처리기술, 평가기술 등의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피 측정물의 광학, 분광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인 양을 추출하는 모듈 및 시스템 분야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 분야 요소기술 ]
요소기술

코드

설명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A

근․중적외선 영역 감지를 위한 광계측용
제작 기술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B

생체 조직 및 동작(얼굴, 손동작, 지문 등)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융합카메라의 광원 및 조명 광학계와 센서
모듈 기술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C

각종 산업․의료용 진단에 적용하는 테라헤르츠파 광학계
및 시스템 설계 기술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D

의료용 진단기기용 영상획득을 위해 고품질 정밀광학
모듈 설계 및 제작 기술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E

근적외선 이상 파장의 광원 및 센서를 확보하기 위 한
기술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F

적외선 및 가시광선을 융합하여 인체를 감지하는
영상센서 기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G

다양한 환경 및 상황 인식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조명시스템에 적용되는 센서 제품화 및
응용 기술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H

보안 감시, 결함검사, 식품 감별 등을 위한 테라헤르츠
단위센서 및 이미지센서 모듈 기술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I

인체 또는 사물 감지용 근적외선 광원 및 융합영상
알고리즘 구현 기술

광원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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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 분야 국가별 요소기술 특허건수 ]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계

A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87

45

36

11

179

B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134

87

32

13

266

C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51

280

128

56

515

D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79

380

156

21

636

E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17

3

1

0

21

F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344

335

163

37

879

G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71

38

62

10

181

H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15

104

19

17

155

I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192

328

74

45

639

900

1,600

671

210

3,471

합계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일본, 유럽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은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유럽, 한국국적의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은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한국, 유럽국적의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분야는 전체적으로 특허출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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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F) 및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기술(B)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의료진단용 조명광학모듈 기술(D) 및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C)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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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연도별 등락없이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국적의
특허출원량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모듈기술,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분야에서 높은 출원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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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테라헤르파 센서모듈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저가형 분광기를 우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 기술분야에 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의료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저가형 분광기를 우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분야에 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저가형 분광기를 우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분야에 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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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37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중국 외에 이스라엘, 미국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미국임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미국은 질적 수준은 높지만 시장성은 중간정도의
국가로 조사됨
▪ 미국은 시장력 면에선 이스라엘 보다 다소 뒤지지만 질적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이스라엘은 질적 수준은 중간정도이지만 시장성이 큰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각국의 시장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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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US

1212

1.577558

4.031858

KR

888

1.07545

1.111111

JP

562

1.099644

0.573333

DE

115

1.156522

0.775

CN

98

1.887755

2.121212

IL

74

1.662162

2.222222

전체평균

72.3

1.37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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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의료진단용 조명광학 모듈기술,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기술,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광계측 영상모듈기술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이 출원량이 낮은 기술로
나타남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분야에서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광계측 영상모듈기술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이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A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

B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

C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

D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

E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

F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

G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

H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

I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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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요소기술
A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B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근적외선 신호 및 테라헤르츠 대역의 신호를 검출하는 광학 기술

•모바일 장치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홍채 인식 카메라 기술,
홍채컬러인식을 위한 멀티-밴드 생체인식 카메라기술
•테라헤르츠 파를 이용한 비파괴 작물 생육 진단기술, 테라헤르츠 펄스

C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구조물의 수분 측정기술, 능동잠금 레이저를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발생 기술 등
•의료 진단 장치가 피검사자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D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척추의 좌우운동에 대한 변형을 촬영하여 촬영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E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F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G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H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다양한 박막의 열처리에 따른 결정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In-situ 테라헤르츠파 분광기술
•감지영역 내로 출입하는 인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점멸될 뿐만
아니라, 감지영역 내에서 정지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인체를 감지하여
점등상태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이에 의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공간분할 기반 지능자율 에너지절감 기술, 상황인지를 이용한 에너지
관리 기술
•테라헤르츠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구조물의 수분 측정기술, 테라헤르츠
분광 및 영상을 결합한 방식으로 샘플의 각 위치마다의 물질에 대한 분광
데이터를 고속으로 획득 및 처리하여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

I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홍채 인식 카메라와 가시광선 인식 카메라의 일체화 기술, 가시광과
적외선을 혼용하여 제어하는 조명제어기술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과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과 테라헤르츠파 센서 모듈 기술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영상기술,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부분이며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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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간 기술 분야는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기술,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기술, 테라헤르츠파 센서
모듈기술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술분야로 나타남
▪ 앞으로 광센서는 여러 기술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분야로서, 현재는 의료용, 또는 생체감지용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의 자율주행 등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적 활용도는 대폭 증가할 전망임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의료진단용 조명광학기술보다는 저가형 분광기를 활용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과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고 특히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한 테라헤르츠파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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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요소기술

기술집중도

주요출원인
•Jasco

A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

•Mcirosoft
•Google

국내 특허동향
•대기업중심 중심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
등

•GM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B

●

•Google
•INTEL

•대기업 중심
•아모레퍼시픽,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Apple
•Seiko Epson
C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

•Screen Holdings
•IMRA America

D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

E

◓

F

●

G

H

I

●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삼성전자, 관동대학교,

•기업중심 중심

•Google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은성디스플레이 등

•Kyocera

•대기업 중심
•삼성전자, LG전자 등

•Light Shuo Tech

•학교 중심

•성균관대학교

•동신대, 성균관대, 제주대,
공주대 등 등
•서울과학기술대,

•Boling com

한국과학기술원, 삼성전자,

•NEC
•삼성전자

한국전기연구원 등

•Omron
•Amazon
•Apple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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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등

•울산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Seiko Epson

●

한국과학기술원 등

•삼성전자

•Fuji Xerox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광운대학교,

•대기업과 학교 중심

•삼성전자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연세대학교, 포항공대,

•Simens

•Toshiba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대학 중심

•삼성전자, 서강대, 전남대,
계명대, LG전자 등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분야는 Jasco, 마이크로소프트, Google 등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등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분야는 GM, Google, Intel, Apple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분야는 앱슨, Screen Holing, IMRA America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연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운대학교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의료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분야는 Simens, 삼성전자, Toshiba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분야는 울산과학기술원, Google, LG전자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은성디스플레이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분야는 삼성전자, kyocera, Fuji Xerox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분야는 Light Shuo Tech, 성균관대학교,
제주대학교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굴분야는 Seiko Epson, Boling com, NEC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과기대, 한국과학기술원, 삼성전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분야는 삼성전자, Omron, Amazon, Apple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학으로서 서강대,
전남대 등이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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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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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코프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실리콘 광집적기반 bio-photonics 칩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의료 진단용 조명 광학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테라헤르츠파 센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물리보안 광센서 융합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융복합환경센서 개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품목별 전문가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요소기술 분류

•전문가 추천

조정 재정의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 기술
선정평가

•평과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 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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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 리스트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핵심요소기술 선정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 핵심요소기술 ]
분류

핵심기술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광계측
기술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개요
근․중적외선 영역 감지를 위한 광계측용 광원 설계 및 제작 기술

생체 조직 및 동작(얼굴, 손동작, 지문 등)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융합카메라의 광원 및 조명 광학계와 센서 모듈 기술

각종 산업․의료용 진단에 적용하는 테라헤르츠파 광학계 및
시스템 설계 기술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의료용 진단기기용 영상획득을 위해 고품질 정밀광학 모듈 설계
및 제작 기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다양한 환경 및 상황 인식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조명시스템에 적용되는 센서 제품화 및 응용 기술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보안 감시, 결함검사, 식품 감별 등을 위한 테라헤르츠 단위센서
및 이미지센서 모듈 기술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인체 또는 사물 감지용 근적외선 광원 및 융합영상 알고리즘 구현
기술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근적외선 이상 파장의 광원 및 센서를 확보하기 위 한 기술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적외선 및 가시광선을 융합하여 인체를 감지하는 영상센서 기술

센서시스템기술

142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정부의 소재 기술 지원 정책 등의 지속적인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기능성, 물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개척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수요시장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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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기술개발 로드맵

[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

고성능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개발 및 양산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중적외선 감지용 광원모듈 기술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인식 정확도 향상
기술 개발
생체인식을 위한 조영광학계 및
카메라모듈 기술

산업용 테라헤르츠 영상모듈기술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 기술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의료용 진단용 조명 광학모듈 기술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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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구현 및
분해능 향상 기술
개발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중적외선 감지를 위한 적외선
광원모듈 기술

8

8

7

8

32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8

7

6

8

29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 모듈 기술

8

8

7

7

31

선정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7

8

7

8

30

선정

의료 진단용 조명광학 모듈
기술

7

8

8

8

31

선정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8

8

8

8

32

선정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8

8

7

8

30

선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융합형
복합센서 제품화기술

7

7

7

8

29

테라헤르츠파 센서모듈 기술

8

8

6

8

30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코프
기술

6

6

6

6

24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8

8

8

8

32

실리콘 광집적기반
bio-photonics 칩기술

8

7

7

7

29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모듈 기술

7

8

7

7

29

산업용 테라헤르츠파 영상모듈
기술

7

6

6

7

26

저가형 분광기를 위한 중적외선
광원 및 센서 기술

7

7

6

8

29

주야간 및 인체 감지용
영상모듈 기술

7

7

7

8

29

의료 진단용 조명 광학모듈
기술

7

7

7

8

29

테라헤르츠파 센서 기술

7

7

7

7

27

물리보안 광센서 융합기술

7

7

7

7

27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융복합환경센서 개발

8

8

8

7

30

선정

선정

선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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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정의 및 범위
▪ 100u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R/G/B 마이크로 LED 광원은 디스플레이, 바이오, 조명, 웨어러블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데, LED 칩 제조, 전사, 패키징, 검사, 수리 장비 기술과 마이크로
LED 응용을 위한 각종 부품 소재로 정의
▪ 특히 대표적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백라이트 없이 LED 칩이 R/G/B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고, 저전력화,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마이크로 LED 제조/집적화를 통해 신기능 및 융합 신제품 창출이 가능한 기술 영역임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글로벌 마이크로 LED 시장규모는 오는 ’20년 17억
달러에서 ’25년 199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인 LED
패키징 및 OLED 국내 기업 출하 규모는 2023년 각각
10.2조 원 및 23.9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웨어러블 등의 응용
시장이 넓어지고 있음
•선진거대기업들의 마이크로 LED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초절전, 초소형, 초지능 실현이 가능한 마이크로 LED를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지정

•우수한 IT 인프라(디스플레이, 반도체)
•기반기술 연구 개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초절전, 초소형,
초지능을 제공할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 원천기술 미흡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격차 존재

위해 매년 중점 추진과제 지원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해외) Apple, Sony, Mitsubishi, Oculus, Hon hai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중소기업) 파버나인코리아, 코텍, LMS, 아이엠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웨어러블 글라스 기술
•자동차용 HUD 기술
•체내 삽입 진단/치료 장치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미래 산업 트렌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춤형 마이크로 LED를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디스플레이, IT, 의류, 섬유, 통신, 반도체, 농수산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마이크로 LED 기술로 응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비 소재 부품 관련 연구
개발과 사업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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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마이크로 LED란 칩의 사이즈를 기존 300~1200um에서 1~100um 수준으로 작게 제작하여
저 전력화, 경량화가 필요한 모든 광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것으로 LED 칩을 수십 마이크로
수준으로 작게 제작하면 무기물 재료의 특성상 휘어질 때 깨어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유연한 기판에 LED 칩을 전사함으로써 유연성을 부여하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섬유와
LED를 결합한 스마트 섬유, 인체 부착 및 삽입형 의료기기, 바이오 컨텍트 렌즈, HMD
(Head Mounted Display) 및 무선통신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함 이러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LED 광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연소재 소자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마이크로 LED 칩 개발이 필요하고, 마이크로 LED 개별 또는 어레이된 칩을 유연한 기판에
전사하는 공정 기술 개발이 필요함 특히 LED 칩 제조, 전사, 패키징, 검사, 수리 장비 기술과
마이크로 LED 응용을 위한 각종 부품 소재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마이크로 LED 개념 및 특징 ]
구분

기존 LED

마이크로 LED

크기(두께)

300um ∼ 2,000um (~150um)

1um ∼ 100um (~7 um)

제조공정

5단계
(에피-칩-패키지-모듈-시스템)

3단계
(에피-칩-모듈/시스템 통합)

소비
전력

13 W

10 W

효율

185 lm/W

230 lm/W

성숙기

태동기

형태

성능
기준 : 형광등
(30W, 80lm/W)
시장수준

▪ 특히 대표적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백라이트 없이 LED 칩이 R/G/B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고, 저전력화,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마이크로 LED 제조/집적화를 통해 신기능 및 융합 신제품 창출이 가능한 기술 영역임
▪ 마이크로 LED 기술을 통해 효율 향상, 에너지절감 뿐만 아니라 LED 칩의 전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융합이 가능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율 주행차, 웨어러블, 농수산 및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신사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임
▪ 다양한 마이크로 LED 기반 제품을 구현할 때 응용 분야와 시장의 요구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장비/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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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차세대 플렉서블/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으며 마이크로 LED 기술에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관심이
높음
▪ 마이크로 LED는 가로 세로 각각 100um 이하의 초소형 LED를 회로기판에 직접 장착하여 LED
자체를 화소로 활용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임
▪ 백라이트 없이 LED 칩이 적녹청(RGB)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 할 수 있고 저전력화, 경량화, 소형화 디스플레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저전력, 소형화에 대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OLED를
대체할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마이크로 LED의 전력 효율이 기존의 디스플레이보다 높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시계,
VR/AR과 같은 소형 디바이스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초소형 LED를 붙이는 방식으로 휘거나 접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소자 뿐 만 아니라, 플렉서블
형태에서 늘어나는 스트레처블까지 포함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로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배터리 소모가 크게 요구되는 모바일 스마트기기용 디스플레이는 고휘도, 고효율, 초절전
성능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Apple, Sony 등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속적인 시장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시장에 대비하여
가상 증강 현실 산업 등의 대표적인 거대 시장에 신기능 디스플레이로서 마이크로 LED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 마이크로 LED의 중단기적인 성장동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퍼블릭 디스플레이 분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 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난재 해결과 전자 소비재 산업의 필요에 따라 급격한 시장
확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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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마이크로 LED를 개발함으로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디스플레이, IT, 의료, 통신, 반도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소량 다품종의 중소기업형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구현 개략도 ]

* 출처 : Yole Development 2017, Micro LED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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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마이크로 LED는 에피성장, 칩제조, 기판분리, 전사와 관련한 제조 장비와 부품 소재로
공급망을 분류 할 수 있음
▪ 고효율 마이크로 LED 웨이퍼 성장, 칩 제조, 조립 및 정렬, 검사/리페어 관련한 장비와 마이크로
LED와 기판을 접합하는 솔더링 접합 소재의 중요도가 높음
[ 마이크로 LED 분야 제품분류 기술범위 ]
전략품목

기술분류
에피성장
칩제조

세부기술
• Sappire 또는 Si 기반의 청색/녹색/적색 에피박막 성장 기술
• 에피 박막을 패턴 후 마이크로 LED 청색, 녹색, 적색 칩 제조 기술
• 마이크로 LED 대량 조립 및 정렬 기술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조립 및 정렬

- 조립기술: 칩 박리->전사->접합을 포괄하는 제조 공정 기술
- 정렬기술: 양품 칩만 이송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2차로 대량 이송 및
조립하는 기술

검사/리페어

접합 소재

• 전사된 마이크로 LED의 광학 특성 검사 및 불량 마이크로 LED 픽셀을
리페어 하는 기술
• 마이크로 LED와 디스플레이 백플레인 TFT를 접합하는 솔더링 접합
소재

(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신사업 분야에 마이크로 LED 융합 기술 활용으로 마이크로 LED 관련 응용 신시장 창출
가능함
▪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LED 전광판에서 탈피하여 공공 상업용 고해상도
대화면 디스플레이로의 적용이 가능하며, LED 구동 방식 변화, 지능형 환경 적응 제어 등 화질
향상이 가능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자율주행차) 적응형 LED전조등, 매트릭스 LED 전조등, 실내외 조명장치에 마이크로 LED를
적용하여 효율향상/전력소모 절감, 안정성강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웨어러블) 마이크로 LED의 경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섬유와 LED가 결합된 스마트
섬유, 바이오 콘택렌즈, HMD (Head Mounted Display), 인체 부착 가능한 의료용 패치 뿐 만
아니라 생체조직과 일체화된 전자 장치에 이식되어 신경세포 활성화, 치료/진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보조 장치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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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의 생산제품 인식, 생산환경 조성 등 인공지능적 생산활동이 조명환경 제어
시스템 기술 적용 증가, 동작인식, 이미지센서, IoT 등의 기술과 융합한 연색성 조절 절전형 기술
▪ (경계안전) 전력소모가 높은 취약지역에 야간 저전력 보안/안전 서비스가 가능한 지능형 근적외선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가속화, 상시 밝은 상태로 감시하는 백색 LED 조명과 달리 근적외선 LED
적용시 센서, 통신 등의 기능을 적용하여 전력소모를 3배 이상 감소
▪ (바이오/의료)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소자를 마이크로 수준의 작은 소자로 제작할 경우 유연한
소자 구현이 가능해져 인체에 부착하거나 체내에 삽입하여 세포자극, 광유전학 치료, 상처치료 및
진단 등의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 가능
▪ (라이파이(Ri-Fi) 통신) 라이파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LED 조도에서도 통신할 수 있고 주파수
혼신 등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저렴한 비용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상용화 전망이 밝음

[ 마이크로 LED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

전방산업

반도체 설계 제조,
LED 에피 제조,

마이크로 LED 칩 제조, 패키징,
디스플레이 모듈, 패키징,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자동차, 의료, 조명,
의류, 조선, 바이오

◎ 용도별 분류
 마이크로 LED를 스마트한 기능과 접목하여 기존 LED의 효율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친환경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기술 분야임 마이크로 LED를 집적화
유연화하여 초연결 지능화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분류할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시장 창출이 가능한 제품들로는
차세대디스플레이, 웨어러블 VR AR(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LED 스마트 의류), LED 조명
광원 모듈, 자동차용 실내외 조명, 휴대용 LED조명 등이 있음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은 능동구동형 디스플레이 패널로 RGB 마이크로 LED를 발광화소로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TFT 백플레인에 전사하여 고해상도 퍼블릭 디스플레이 패널로 개발
중. Sony, Panasonic, 크리스티, 삼성 등에서 개발 중
 웨어러블 VR AR 제품은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워치, LED 의류로 활용되는 것으로 마이크로
LED를 성장기판에 형성 후 기판 분리 및 전사하여 고밀도 RGB 화소 배열한 것으로 Apple
(아이폰3 스마트 워치), 오큘러스/Google (스마트 글래스), 큐트써킷/발렌타인/Philips (LED
셔츠) 등이 있음
 시스템 조명·스마트공장조명·스마트팜 제품은 LED조명 광원 모듈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고효율 면조명 제품에 적용되고, 250 lm/W 효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임 Os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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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GE 등 선진사들은 마이크로 LED 칩 개발기업과 제품 개발 협업 중임 마이크로
LED를 배선기판에 배열 조립하여 형광체 도포, 필름 형태 부착 등으로 백색조명 개발 중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 분야에 기존 대비 저전력 안전 기능 제공하는 제품으로
마이크로 LED 적용 매트릭스 AFS (Adaptive fornt-lighting system) 전조등 ’19년 출시
예정. 차량용 전조등, 라임용 센서 광원 등으로 10W 이내에서 CMOS 스위칭 소자와
직접화하여 모듈화
 개인이동수단·로봇·드론 등 휴대형 LED 조명 제품은 마이크로 LED를 조명 패널화 시
이동수단, 로봇, 드론 등에 배터리 사용량 감소 기대로 모듈화
 의료/바이오 제품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 치료, 수술 및 미용 분야에서 LED를
활용하는 것으로 인체 부착형과 인체 삽입형으로 개발 중

[ 마이크로 LED 분야 용도별 기술범위 ]
전략제품

용도

기술 트렌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고해상도·대면적·플렉서블 차세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 환경적응 제어 화질 향상,
에너지 절감 기술
•적응형 LED 전조등, 매트릭스 LED 전조등, 실내외 조명장치에

자동차

마이크로 LED 적용하여 효율 향상을 통한 전력소모 절감,
안전성 강화 기술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의 소모 전력

웨어러블 기기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저감 기술
•미래형 섬유 의복 경량화 기술

농수산

경계 안전

의료/바이오

•식물재배, 스마트 팜에 LED 환경 융합 기술

•전력소모가 높은 취약 지역에 야간 저전력 보안 안전 서비스가
가능한 지능형 근적외선 마이크로 LED 기술

•무선 충전형 피부부착 치료, 독립전원형 인체 삽입 마이크로
LED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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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기존 LED는 백색조명, BLU 및 전광판 분야에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마이크로 LED 등장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웨어러블 등의 응용 시장이 넓어지고 있음
 현재 디스플레이는 LCD, OLED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LED의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대형에서부터 초소형 디스플레이, 특히 웨어러블/신축형 디스플레이로도 활용이
기대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인 Yole Development에 따르면 최근 개발중인 마이크로 LED는 전력소모, 밝기,
응답속도 및 수명 등에서 기존 화소용 광원대비 높은 성능 및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미국에너지성 (DOE)에서 LED의 외부양자효율은 25년 청색은 86%, 녹색은 50%, 적색은
65%로서 백색기준으로 형광등의 약 3배 수준인 255 lm/W로 예측되고 있음
▪ 마이크로 LED는 기존의 LED 대비 최소 1/10 이하의 작은 크기로서 패키지 및 패널 단위로 조립시
각각의 발열량이 작고, 넓은 면적으로 균등분포하여 열선속이 감소하며, 에피박막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광추출 효율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음
▪

마이크로 LED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렉서블/스트레처블 디바이스에 응용이 가능함

맞는

형태

및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마이크로 LED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보면 미래 사회에서
배터리 소모가 요구되는 모바일 스마트기기용 디스플레이는 고휘도, 고효율, 초절전 성능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Apple, Sony 등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거대기업들이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음
▪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속적인 시장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시장에 대비하여
가상 증강 현실 산업 등의 대표적인 거대시장에 신기능 디스플레이로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중단기적인 성장동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퍼블릭 디스플레이
분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인 어려움 해결과 전자 소비재 산업의 필요에
따라 급격한 시장 확대 예상됨
▪ 2010년 초반부터 Sony를 필두로 하여 Apple 등이 기술개발을 본격화하였고, 기업간 국가간
협력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과 LED 산업 간의 상업적-기술적 융합을 통하여
마이크로 LED 신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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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BLU의 국내산업 침체로 마이크로 LED 응용산업을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정부투자의 지연으로 기술 경쟁력 저하, 국가주도의 4차산업형 마이크로 LED 기술 선도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요구됨
▪ 유럽, 미국, 대만 등의 디스플레이 경쟁기업들은 시장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와 조기 상용화에 매진 중
▪ 가상 증강 현실용 고휘도 디스플레이에 글로벌 서비스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업, 마이크로
LED 선발주자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대응하여 국내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술협업이
가능한 개발 투자가 요구됨

 사용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고휘도, 고신뢰성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대기업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주도산업으로서 기존 LED를 활용한 조명/BLU 산업과
벨류체인이 상이하여 산업 신생태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
▪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강국으로서 가상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용 고휘도/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대한 기반 인프라를 보유하여 OLED 및 반도체 기술에 버금가는 글로벌
주도 산업으로 육성 필요함
▪ 국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확대 기대됨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응용 기술 ]

* 출처 : Yole Development 2017, Micro LED Displays

157

전략제품 현황분석

◎ 산업의 구조
 마이크로 LED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장치를 통칭하며 전자기기와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로,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 정보 신호로 변환하여
인간이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표시하는 장치 및 이를 위한 각종 부품, 재료를
포함함
▪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AMOLED, 투명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와 같이 기존의 디스플레이와 차별화된 성능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로 정의되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유연/신축 신기능을 부여 할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마이크로 LED의 경우 OLED와 같이 스스로 빛을 낼 뿐 만 아니라 RGB 구현 가능한 수십 마이크로
수준의 크기로 제작할 경우 휘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의 적용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대형화가 쉽고 제품수명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최근 Apple과 삼성 등에서 출시된 스마트와치(OLED 디스플레이 적용)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소비전력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power saving 측면에서 OLED에 비해 약 5배 이상 개선 될 수 있어서
LED 칩 제조 단가 및 고속 전사공정/장비가 현실화 됨이면 OLED를 능가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OLED와 마이크로 LED 특성 비교 ]

[ OLED와 마이크로 LED 특성 비교 ]
* 출처 : Yole Development 2017, Micro LED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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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체감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차세대 유망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됨
▪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 도구로서 가상 증강 현실 기기에서의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접점에서 인지와 소통의 핵심부품으로 기존 디스플레이 대비 고도화된
소재, 공정 및 장비 등이 요구됨
▪ (광원/Front-Panel) 1,000 PPI급 이상의 고밀도 화소 구현을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에 준하는
고품질의 미세광원 형성공정이 요구됨 특히 고휘도 광원이 필요한 가상 혼합 현실 디스플레이
제품은 CMOS 반도체와 마이로 LED의 집적화가 필요한 융합 기술임
▪ (소재/공정) 초미세 RGB 화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학적/열적 안정성이 높은 나노단위의 QD,
형광체, 접합소재와 um 단위의 정밀제어가 가능한 장비 등이 요구됨 중소 기업 단독 개발 및
투자로는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 향상이 어려워 국가주도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단기간
Jump-UP 전략이 필요함
▪ (구동/백플레인) 마이크로 LED의 저전력 구동, ns 단위의 고응답속도에 적합한 화소제어 소자의
신규소재, 온도와 공정편차에 안정적인 동작회로와 구동소자가 집적된 신규 백플레인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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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글로벌 마이크로 LED 시장 규모는 오는 ’20년 17억 달러에서 ’25년 199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먼저 스마트 와치, AR/VR 등의 기기를 통해 시장이 형성되면서, ’21년 이후에는 태블릿, TV,
스마트 폰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마이크로 LED 응용시장 ]

* 출처 : Secondary Literature,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2017

[ 마이크로 LED 응용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9

’21

’23

’25

CAGR

Display Panels

253.3

1,412.1

3,920.4

15,796.5

19,578.2

55.0

Lighting Devices

0.7

40.9

137.8

228.3

343.1

42.6

합계

254.1

1,452.9

4,058.2

16,024.8

19,921.3

54.7

* 출처 : Secondary Literature,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2017

 글로벌 마이크로 LED 판매대수는 오는 2020년 1천 890만 대에서 2025년 3억 2,900만
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면적으로 보면, ’20년에는 3,890m2에서 ’25년에는 34,200m2의 생산이 예상됨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17년 2.5억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연평균 54.7%
성장률로 ’25년 199.2억불로 규모의 시장을 예측
▪ 초기 시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적용이 시작되어 자율차, 의료/바이오, 문화예술, 조명 산업분야
등으로 확대 예상
▪ 디스플레이 및 AR/VR 선진기업들은 자금력을 통하여 마이크로 LED 전문기업에 민간주도 투자,
제품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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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시장은 패널의 크기에 따라 1 cm 이하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tablet, TV 등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실내외 비디오월, 광고판 등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분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AR 분야 등에 near-to-eye 응용제품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19년부터 시장이 개화하여 ’25년 약 2.8억불 규모의 시장이 전망
 디스플레이 전체 시장의 8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등의 시장에 진입하여 ’25년 159 억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고판, 비디오월 등에 퍼블릭 디스플레이로 명명되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Sony,
삼성전자, Panasonic, 크리스티 등에서 시장을 주도하여 ’17년 2.53 억불에서 ’25년
8.7억불 규모의 시장을 예측함
[ 마이크로 LED 제품별 세부 시장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

Dispaly Panel
Size

’17

’19

’20

’21

’22

’23

’25

CAGR

Small and
Medium-Sized
Display

-

157.5

169.3

2,149.6

5,483.7

13,292.0

15,929.6

115.9

Microdisplay

-

673.9

788.5

1,115.1

1,311.5

1,763.7

2,782.4

26.7

Large-Scale
Display

253.3

580.6

636.9

655.7

690.0

740.7

866.2

16.6

합계

253.3

1,412.1

1,594.7

3,920.4

7,485.3

15,796.5

19,578.2

55.0

* 출처 : Secondary Literature,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2017

 자동차 시장은 자율차·전기차의 등장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LED는
’25년 전체 42.8억불 중 약 30%인 13.2억불 시장이 예측됨
[ 자동차용 LED 및 마이크로 LED 광원 시장 ]

* 출처 : 4차산업혁명시대 마이크로 LED 발전전략, KI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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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LED를 제품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인수합병을 통한 수직계열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주도하여 마이크로 LED
상용화를 가속화
▪ 미국의 Apple은 ’14년 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전문기업 럭스뷰
테크놀러지(Ruxvue Technology)를 인수하여 OLED 대비 최대 5배의 효율이 높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애플워치에 적용할 예정

[ Apple 스마트 워치 ]

* 출처 : 4차산업혁명시대 마이크로 LED 발전전략, KIET, 2017

▪ 페이스북의 AR/VR 전문회사인 Oculus는 스마트글래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Tyndall 연구소에서 창업한 InfiniLED를 인수하였고, 미국의 Ostendo는 ’15년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5000 ppi급 1.2“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을 발표
▪ 벨기에의 IMEC은 신축/팽창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 a-IGZO* 플렉서블 TFT 백플레인에마이크로
LED를 전사하여 e-skin 및 의복 등에 적용이 가능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공개

[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IMEC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

* 출처 : 4차산업혁명시대 마이크로 LED 발전전략, KI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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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델란드 Philips 루마리브는 유연기판에 RGB LED를 배열화 하여 섬유나 직물에 삽입시켜
20㎠넓이에 14x14픽셀 어레이를 가지는 Fabric display를 구현하였으며, 영국 큐트서킷은 세계
최초로 초박형 RGB LED 디스플레이를 내장하여 tshirtOS 셔츠를 판매하고 있음
▪ Benz, Audi, BMW 등 완성차 선진기업과 독일의 헬라, 미국 비스테온, 일본 고이또 등 헤드램프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LED를 응용하여 자동차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Audi,
크라이슬러, Osram, 프라운호퍼, 헬라 등이 협력하여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매트릭스 헤드램프
개발을 발표

(2) 국내시장
 국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의 국내 기업의 출하 규모를 살펴보면, LED
패키징에 대해서는 2018년 6.3조 원 규모이며, 9.8%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3년 10.2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OLED의 경우 2018년 13.6조 원의 출하액을 기록하였으며,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에는 23.9조 원의 출하액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됨
[ LED 패키징 및 OLED의 국내 출하 규모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LED 패키징

58,304

63,470

70,292

77,180

84,744

93,049

102,167

9.8

OLED

123,168

136,007

153,675

171,655

191,739

214,173

239,231

11.7

* 출처 : KISTI KMAPS 시스템, 2019

 국내 조명시장은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LED산업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최근 LED관련
투자가 미흡하였고, 마이크로 LED 기술개발 또한 유럽/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추세
▪ 마이크로 LED는 그 크기·성능·융합산업 활용도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최적광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조통합공정, 맞춤형 클러스터생산, 연속유연생산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원천/상용화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투자가 요구
▪ 중국은 국가 차원의 LED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LED 융합기술 개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미국/일본은 차세대 융합정보기기 제품(AR/VR), 차세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마이크로 LED기술확보를 위해 해당 전문기업에 민간주도 투자,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술확보를
가속화
- AR/VR(Apple, Google, 오큘러스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Sony, Panasoni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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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마이크로 LED 광소자 개발 동향
▪ (마이크로 LED 에피 박막 개발) 마이크로 LED 에피 박막은 기존의 상용화된 LED 에피 구조와
유사하지만 수율 및 균일도 관점에서 중요성은 기존의 LED 에피와는 더욱 큰 중요한 차별성을
나타내므로, 결함 제어가 마이크로 에피 박막 성장에서 가장 큰 이슈
- GaN-on-Si 또는 GaN-on-Sappire 이종 기판을 사용하는 에티팍시의 경우 매우 높은 결정결함을
나타내고 있음 마이크로 LED 광원을 디스플레이 적용시 dead 픽셀이 될 수 있는 결정결함을
에피성장에서 제어하는 기술 개발 진행 중
- 청색 마이크로 LED를 기반으로 하여 컬러 필터를 이용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청색 LED
광원 파장의 균일도는 향 후 전사 공정 이후의 디스플레이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장 균일도의 향상 기술 필요
▪ (마이크로 LED 광소자 개발) 마이크로 LED는 칩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10~100um 수준으로
제작되며 저전력화, 소형화, 경량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모든 광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
- LED 칩을 수십 마이크로 수준으로 작게 제작하게 되면 휘어질 때 깨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플렉서블한 기판에 LED 칩을 전사함으로써 유연성을 부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섬유와
LED가 결합한 스마트 섬유, 인체부착 및 삽입형 의료기기, 바이오 콘텍렌즈, HMD (Head
Mounted Display) 및 무선통신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 마이크로 LED 칩 제조 공정 및 Transfer Printing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LED 어레이 ]

* 출처 : T. I. Kim, et al. SMALL (2012))]

▪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개발) 전사 (transfer)란 마이크로 LED 단일 또는 다수의 칩을 원하는
기판 (target substrate)에 이송하는 공정으로, LED 칩의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다수의 칩을 한
번에 이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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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분야 및 응용제품의 색재현 발광화소 배열 방법에 따라 선택적 전사와 일정영역을 웨이퍼
단위에서 전사하는 기술개발 필요
- 마이크로 LED를 기판에 이송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의 Luxvue Technology사가 개발한 정전헤드
(Electrostatic Head)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LED 상에 정전헤드를 위치시킨 후
전압을 걸어 LED를 픽업(pick-up)하고 이송하는 방식이 개발됨
- 또 다른 방법은 탄성이 있는 고분자 물질 (일반적으로 PDMS를 사용)을 프린트 헤드로 사용하여
’source wafer (LED wafer)’로부터 LED를 모두 픽업하고 픽업된 LED 칩 또는 어레이를
플렉서블 또는 리지드 기판에 전사하는 방법이 개발됨

 마이크로 LED 응용 분야
▪ 마이크로 LED 응용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임
- LED의 경우 OLED와 같이 스스로 빛을 낼 뿐만 아니라 R/G/B 구현 가능함 수십 마이크로 수준의
크기로 제작할 경우 휘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의 적용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대형화가 쉽고 제품수명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최근 Apple과 삼성 등에서 출시된 OLED 디스플레이 적용 스마트와치의 소비전력을 개선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power saving 측면에서
OLED에 비해 약 5배 이상 개선될 수 있어서 OLED를 능가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기대
- 일본 Sony는 ’16년 2세대 15 PPI 급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CLEDIS 출시, 패널 내에 RGB
마이크로 LED를 배치해 각 화소를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 디스플레이용으로 적용되는 수 um 크기의 마이크로 LED의 외부양자효율을 높이는 기술로는
칩표면과 반사막 형성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소형 및 소형 디스플레이용으로
Monolithic 배열형 화소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렌즈, 반사경 등의 외부광학계를
집적하거나, cavity 등의 광학적 구조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웨어러블 응용분야 적용 확대
- (스마트워치) Apple은 마이크로 LED 전문기업 럭스뷰 인수하여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향상에 집중
- (스마트글래스) 대만의 ITRI와 미국의 Texas Tech. 대학은 녹색 마이크로 LED와 CMOS 회로를
집적하는 기술개발. Flip-Chip 마이크로 LED를 군집배열 및 전사하여 스마트 글래스, HMD
(Head Mount Display)용 디스플레이에 적용
- (스트레처블) 벨기에 IMEC 연구소는 신축/팽창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 a-IGZO 플렉서블 TFT
백플레인에 마이크로 LED 패널 제작
- (의류) 마이크로 LED를 섬유나 직물에 전사하여 패션의류 개발, 네델란드 Philips 루마리브는
유연기판에 RGB LED를 형성하고 어레이를 만든 후 섬유나 직물에 삽입시켜 20cm2 넓이에
14X14 픽셀 어레이를 가지는 Fabric display를 구현. LED 보호를 위한 방수섬유 적용, USB 연결
가능, Li ion 배터리 장착, 영국 큐트서킷은 세계 최초로 초박형 RGB LED 디스플레이를 내장하여
tshirtOS 셔츠를 판매. 앱을 통한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밍, 세탁가능, USB를 통한 충전, 카메라
키트 등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의류 일체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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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상처치료, 광유전학 치료 및 진단 분야에서 LED 광원의 응용
- LED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법 (LLLT, Low Level Laser Therapy)와 비슷한 역할을 가진 의료용
광원으로 인체의 세포나 조직에 조사되면 광생체조절(photobiomodulation)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세포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질환에 관여하는 면역학 및 염증을 조절
가능하게 하는 광 에너지로 사용 가능
- 기존의 레이저 광원에 비하여 LED의 경우 조직세포의 손상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고, 낮은
소비전력에서 동작 가능하여 다양한 파장의 광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소자를 마이크로 수준의 작은 소자로 제작할 경우 유연한 소자 구현이
가능해져 인체에 부착하거나 체내에 삽입하여 세포자극, 광유전학 치료, 상처치료 및 진단 등의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 가능
▪ 빛의 파장을 이용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하는 라이파이 (Ri-Fi) 통신
- 라이파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LED 조도에서도 통신할 수 있고 주파수 혼신 등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는 장점
- 저렴한 비용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이 적어 상용화
전망이 밝음 다만, 현재까지는 장비의 소형화가 어렵고 빛을 직접 수신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함
▪ 자율주행 미래자동차의 IT 융합 인텔리전스
- 독일 Audi, 미국 크라이슬러, 독일 Osram, 독일 프라운호퍼, 독일 헬라 등은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차에 마이크로 LED 기술 적용한 매트릭스 AFLS (Adaptive Front Light
System) 헤드램프 개발 발표
- Porsche 및 Audi에서 최근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자동차 후미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LED에 비해 가격이 5배 저렴하고, 시인성 및 심미성이 우수하고, 플렉서블이
가능하여 향 후 차세대 미래자동차에 적용 예상

 4차 산업 혁명에 꼭 필요한 광소자 마이크로 LED
▪ 마이크로 LED 칩 및 응용제품의 핵심요소기술 확보, 시장선점, 각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
- 마이크로 LED는 디스플레이, AR/VR, 자동차, 의료, 통신, 환경, 생산장비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하는 시스템의 구동, 동작제어, 센서 등의 융합기술 개발에 핵심이 되는
광소자
- (디스플레이) Active 동작을 위한 TFT 백플레인 제조방식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LED의 L-I-V
(밝기-전류-전압) 특성에 적합한 구동방식 최적화가 필요하고, 화소밀도에 따라 배열화를 위한
전사장비, 공정, 소재 등에 대한 개발 필요
- (의료) 인체내의 삽입 및 체외부착에 따른 초소형화, 전력공급, 인체유해성, 치료효과검증 등에 대한
소재개발, 제작방법, 평가 및 인증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요구
- (자율자동차) 매크릭스 헤드램프 뿐 만 아니라 안전용 센서, 라임/레이더용 레이저 다이오들
대체하여 근적외선 파장 대역의 마이크로 LED의 Eye Safety 특성, 수광센서와의 정합도, 집광
마이크로 광학계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
- (웨어러블 기기) OLED 및 LCD를 적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AR/VR 분야에서
저전력 디스플레이구현, 고내구성, 초소형화 등에 적합한 집적화 및 유연화 소재, 통합설계방법,
제작공정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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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마이크로 LED를 유연면조명을 위한 소재, 제조공정 개발로 OLED 대비 고효율, 저가격화
솔루션 제공 필요
-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응용제품은 초기 광고,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되는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스마트워치 등의 소형 디스플레이와 AR/V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본격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여 각국의 선진기업들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기술 선점에 집중
▪ 기존 LED 제조 기술과 다른 새로운 기술 융합형 마이크로 LED
-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개념은 이미 정립되고 시제품이 나오는 단계이지만, 대량 생산에 있어서
응용분야에 맞는 제조 단가 측면에서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
- 마이크로 LED 기술은 스마트 시계 및 증강현실/혼합현실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광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각 픽셀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기술
-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LED 광원은 10um 이하의 화소가 요구되어 고품위의 광원제조공정과 소재가
필요하며, 기존 조명용 에피/칩 기술과는 차별화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산학연 공동협력을
통한 국가적 기술 투자 필요

(1) 기술개발트렌드
◎ 연구 개발 동향
 다양한 IT 기기 발전에 따라 최적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1인치 이하의 초소형 디스플레이에서부터 200인치 이상의 초대형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음
 칩 크기가 마이크로 미터 수준인 초소형 LED(발광다이오드)를 디스플레이 서브픽셀로
사용함으로써, 초소형 디바이스 적용 및 기존 OLED의 약점이었던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에
활용하려는 업체간 움직이 활발하며, 광원인 LED 소자의 초소형화와 함께, 마이크로 LED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 및 부착 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실용화의
핵심 경쟁력으로 주목 받고 있음
 최근 자동차, 모바일, 웨어러블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모듈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응용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산업화 집중적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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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핵심 마이크로 LED 분야 ]
적용분야

중분류

주요기능 및 적용 제품(시스템)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 Flexible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투명디스플레이 모듈

스마트 Glass

스마트 Glass, 스마트
컨텍트 렌즈

• Wearable Glass, 스마트 컨텍트 렌즈

모바일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 모바일 IT, Wearable IT 기기

웨어러블 IT

마이크로 LED 섬유

• 스마트 IT 디스플레이 섬유, IT 셔츠

수송 장치

자동차 내, 외장 조명 장치

• 자동차용 HUD, 통신, 헤드램프 등 내외장용 조명장치

광의료

체내 삽입 진단, 치료 장치

• 적외선/가시광을 이용한 체내 이식, 의료패치, 바이오 콘텍트렌즈

* 출처 : 마이크로 LED 특허동향 보고서, 2017.09

 마이크로 LED 기술의 주요 이슈는 소자와 패키징, 시스템 기술로 구분할 수 있고 소자는
유연화 소재 및 소자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마이크로 칩 개발이 핵심이고, 주요 소자
이슈로는 저전력화, 소형화, 고성능화 등이며, 패키징, 시스템 이슈로는 색상 별 LED 소자가
제작된 웨이퍼에서 칩을 분리하고, 디스플레이 픽셀 배치임
▪ 시스템 분야는 소형화와 대량생산화 등의 패키지 분야의 이슈가 크며, RGB 색상 별 LED 소자가
제작된 웨이퍼에서 소자를 분리하고, 픽셀에 배치하는 칩 전사(transfer) 이슈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사 기법의 표준화 공정이 없음
▪ 마이크로 LED를 디스플레이에 응용하기 위한 맞춤형 마이크로 칩 개발이 필요함(풀HD급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경우, RGB 서브픽셀의 크기가 52um X 26um 수준이므로,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칩 크기가 26um 이하의 구현이 필요하며, 현재 소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 중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융복합 기술수준은 LCD, OLED 기술에서 앞서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제외하고 선진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초기 연구 개발의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대분류 6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시장 단계는 도입기
(스마트 Glass, 웨어러블 IT, 광의료), 성장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수송장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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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융복합 분야별 국내 기술 개발 동향 ]
센서분야

차세대 디스플레이

동향
•디스플레이 기술의 선두 국가로서, 마이크로 LED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선두 국가 목표로 추진 중

•Google Glass, Epson Glass 이후 일반 시장에 대중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웨어러블 IT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시도

스마트 Glass

•삼성은 특허 확보 및 자사 VR 기기에 기술 적용하여 응용 가능성 타진 중

모바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선두 국가로서, OLED 기술의 차세대 대안으로 마이크로 LED 기술의
융복합 기술의 선두 국가 유지를 목표로 진행 중임

•전도성 섬유와 결합한 유연화 디스플레이 기술은 영국의 큐트서킷(CuteCircuit)이 세계
웨어러블 IT

최초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 셔츠 개발 이후 대기업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시작품을 제작한 바 있으나 양산에 성공하여 상용화된 사례는 없음

수송 장치

•국내 업체에서 일부 국산화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집적화 및 모듈화를 진행하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사례는 진행된 바 없으며, 해외 수입에 의존 중임

•체내 이식, 의료 패치, 바이오 콘텍트렌즈의 경우 해외 선두 업체인 Google의 스마트
광의료

콘텍트 렌즈 기술 등과 격차가 존재함
•국내에서는 내시경 위주의 카메라 기술과 결합된 체내 이식형 캡슐화 기술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출처 : 산업혁명 변화에 걸맞는 LED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산업자원부, 2017

(2) 기술환경분석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절전, 초소형, 초지능 실현이 가능한 마이크로 LED를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지정하여, LED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0년 세계 3대 LED 산업 강국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전극 대응하기 위한 초절전, 초소형, 초지능을 제공할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을 위해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안하고, 기술로드맵을 완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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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신사업 분야와 연계한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디스플레이, 융복합 IT기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함
-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와 마이크로 LED를 융합하여, 에너지 소비, 스마트 기기 고도화에
기여하고, BLU, 휴대폰, 조명 등의 보수 시장을 신시장으로 체질 개선하고, 신 생태계 조상할
계획임
- 6대 핵심 마이크로 LED 융복합 기술을 개발 국산화 하고, 마이크로 LED 광원, 소자 기술 관련
전문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
▪ 마이크로 LED 융복합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진행

 마이크로 LED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7년 기준 110억 규모에서 2025년
11조원 이상의 경제 규모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4)

나. 생태계 기술 동향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마이크로 LED는 성능과 융합산업 활용도 측면에서 최적광원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국내 투자 상황 및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임
▪ 글로벌 기업들의 기존 보유 제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소형화, 휘어짐, 경량화가 가능한 마이크로
LED 개발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고, M&A를 통한 기술 확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는 중국의 국가 차원 LED 인프라 투자를 통해 발생한 조명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LED 산업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기업 및 정부의 투자가 저조함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인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이 활발하지 못했음
▪ 미국/일본은 마이크로 LED 기술 확보를 위해 매머드급 기업을 통해 활발한 투자 및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는 삼성과 LG 위주의 소극적인 개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마이크로 LED 응용 분야가 다변화되면서 기판, 소재, 장비 응용제품 등의 산업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음
▪ LED 광원은 기존의 전통 조명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부착형 정보표시소자, 전도성 섬유와 LED 광원이 결합한 photonics textile 분야, 인체 부착 및
삽입형 의료기기, 광유전학 유효검증을 위한 바이오 융합 분야, HMD (Head Mounted Display)
및 무선통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응용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LED 적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육성이 필요
▪ 일본, 유럽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되고 있고, 미국은 Apple 같은 주요 기업 위주로 투자

4) 출처 : Micro-LED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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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이 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기술력 강화에 대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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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Micro LED 개발 기업 ]
기업명

국가
(설립년)

제품

Apple

미국

-

III-N
Technology

미국
(1999)
미국
(2016

Green micro-LED
display

미국
(2012)

Smart Glass/Lens
(2013)

미국
(2009)
미국
(2005)
미국
(2013)
미국
(2004)

20um, 100um, 300um
micro LED
AR/VR 용 디스플레이
(2015)

eLux
Lumiode
LuxVue
Ostendo
Technologies
Rohinni
VerLASE

-

PiXey (Micro LED 시트)
-

기술 개발 동향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스마트워치 개발: 마이크로 LED
전사공정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럭스뷰를 인수하여 개발 추진
-웨어러블 헤드 기어, 마이크로 프로젝터 또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로 사용 가능
- 17년 5월 Foxconn 4개 자회사 인수
-Sharp는 21건의 관련 특허 현물 출자
- 고휘도 LED 디스플레이 개발 벤처
- HUD, AR용 실용화 목표
-1mm2 공간에 2,500개의 단색 LED 패킹 가능
- 다량의 micro-LED 특허 및 기술 보유
- ’14년 5월 Apple에 인수
- Micro LED를 적용 1.2인치 크기에 5,000ppi를 구현
- 키보드용 백라이트와 박형 조명 부분에서 실용화
- Chromover 파장변환 기술 개발
- 청색 LED 어레이에서 박막 변환층을 여기
- 미국 특허청에 Micro LED 관련 12건의 특허 보유
-현지 TFT-LED 패널 메이커 HKC Optoelectronics
Technology와 공동으로 중국 충칭시에 Micro LED Lab
설립 추진
- TFT LED RGB Micro 디스플레이 생산수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Mikro Mesa
Technology

대만

-

PlayNitride

대만
(2014)

-

III-V Lab

프랑스
(2004)

동사 최초로 10um 이하
micro LED 개발
(2015)

CEA-Leti

프랑스
(1967)

iLED matrix

InfiniLED

아일랜드
(2010)

-

mLED

영국
(2010)

20um Micro-LED 개발

- University of Strathclyde의 Micro-LED 연구팀이 분사
후 설립
- 해상도 1,200ppi, 128X96

X-celeprint

아일랜드
(2013)

Micro-Transfer-Printing
(uTP)

- University of Illinois의 John Rogers 교수 설립
- Micro-LED 웨이퍼 전사 특허 관련 배타적 권리 이전
- uTP 기술을 통한 고밀도 실장 기술 보유
-LED와 플렉서블 트랜지스터 등에 응용 도모

Mercedes-Benz
, BMW, Audi

독일

-

-마이크로 LED 적용 매트릭스 헤드램프 개발 중
-VGA (1024 픽셀 이상) Micro LED array 응용 자율
주행 차량 탑재용 스마트 전조등

Sony

일본

-

- 마이크로 LED 초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 CLEDIS
(Crystal LED Integrated Strusture) 개발

한국광기술원

한국

-

- 수직형/수평형 마이크로 LED 제조방법 및 생체모방
전사기술 개발
- 3um급 마이크로 LED 및 전사기술 연구개발 중

한국기계연구원

한국

-

- 플렉서블 기판 위에 롤투롤 방식의 연속공정으로
마이크로 LED 전사공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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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E 5.9% 휘도 108cd/m2의 녹색 Micro LED
EQE 9.5% 휘도 107cd/m2의 청색 Micro LED
풀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 하기 위해 양자점을 사용하며
Micro LED 피치는 10um
-ILED라는 저전력 디스플레이 개발
- ’16년에 Oculus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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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플레이어 동향
 Apple, Sony, Misubishi, Oculus, Hon hai,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micro-LED
R&D를 주도
▪ 마이크로 LED 분야는 미국의 UIUC 대학의 John A. Rogers 그룹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2009년 무기물 AlGaInP LED를 이용한 마이크로 LED 소자 제작방법을 Science 저널에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로 GaN on Si 소자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LED 및 GaN on sapphire 기반의
마이크로 LED 소자를 제작하여 디스플레이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고 하였음
▪ 미국의 X-Celeprint (일리노이 Rogers 연구 그룹에서 spin-off)는 움직임 또는 모션제어를 통해
전사하는 방식을 개발하였으며, 원리는 반데르발스력 (Van Der Waals)에 의해 접합력이 발생하고,
유연성이 있는 stamp (PDMS)를 떼어 낼 때의 속도에 의한 모션력으로 Micro-LED를 분리하는
기술임
▪ 2014년 미국 Apple은 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업체
럭스뷰 테크놀러지 (Ruxvue Technology)사를 인수함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기존 OLED
디스플레이보다 전력 소모량이 매우 낮고 화면 밝기가 뛰어나 향 후 Apple의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와치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 Luxvue-Apple의 경우 정전기적인 외부입력 (Electrostatic 방식)으로 마이크로 LED를 전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Stamp는 SOI (Silicone on Insulator) 기판에 MEMS 기술을 적용
제작하여 원하는 위치에 전압을 가하면 정전기력이 발생하여 마이크로 LED와의 접합력이 발생하는
기술을 개발함
▪ 미국의 Rohinni는 인테리어용 디스플레이로 유연 마이크로 LED 모듈을 대면적 대량 생산형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LED를 광반응형 드럼에 옮겼다가 다시 기판에 정전방식으로 전사하는
기술을 제안하였음

[ 녹색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a) Texa Tech, University, (b) ITRI ]

* 출처 : 마이크로 LED 응용 연구 동향, 한국광기술원, 2016

▪ 대만 ITRI, Texas Tech university는 녹색 마이크로 LED와 CMOS 회로를 집적하는 기술을 개발,
Flip-Chip 마이크로 LED를 군집배열/전사하여 HMD용 디스플레이 적용
▪ 벨기에 IMEC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 발표, 신축/팽창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 a-IGZO
플렉서블 TFT 백플레인에 마이크로 LED 패널 제작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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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a) IMEC, (b) Philips 루마리브 ]

*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제공

▪ 네델란드 Philips 루마리브는 유연기판에 RGB LED를 형성하고 어레이를 만든 후 섬유나 직물에
삽입시켜 14X14 픽셀 어레이를 가지는 Fabric display를 구현함
▪ Hon hai (Foxconn)는 OLED 사업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며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후발주자인
Foxconn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따라 잡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2017년
Sharp와 공동으로 마이크로 LED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eLuX 인수를 발표하였으며, Sharp가
eLux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생산 기술에 관한 특허를 양도하므로 적극적인 양산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Sony Crystal LED TV (왼쪽), CLEDIS (오른쪽) ]

* 출처 : LEDinside, 2016

▪ Sony는 소형 디스플레이를 집중하고 있는 Apple과 달리 대형 제품에 집중하고 있음 Micro LED가
OLED 대비 대형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TV, 사이니지 등 대형 디스플레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크리스탈 TV라는 이름으로 Red, Green, Blue LED를 이용하여 실제 LED TV (화소
자체가 LED, 55“)를 구현하여 CES 2012 전시회에 출품하였으며, 또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nfocomm 2016에서 CLEDIS (Crystal LED Integrated Structure)라는 이름으로 400인치를
공개함

174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 중국의 BACO는 55인치 LED 픽셀 TV를 상용화. 320X180 픽셀로 된 하나의 패널을 6X6 패널로
이어 붙여서 사용하였고, 1920X1080 full HD (2K) 해상도를 구현함 개별 화소로 사용된 R/G/B
LED 램프는 3 in 1 타입으로 SMD1010 PKG를 채용. 사용된 LED 칩의 크기가 100um 이하
수준은 아니지만, 수십 마이크로 수준으로 작게 제작될 경우 더 높은 해상도 구현 가능.

[ 마이크로 LED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a) CEA-LETI, (b) Ostendo] ]

▪ 프랑스의 CEA-LETI는 100만 니트급 10um 간격의 화소로 배열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였으며,
미국의 Ostendo는 적층형 마이크로 LED 적용하여 5,000 PPI급 디스플레이를 개발
▪ 대만의 AUO와 미국의 Cooledge는 Luxvue와 유사한 방식으로 탄성 Stamp를 MEMS 기술이 아닌
Patterning 하여 전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대만의 PlayNitride는 전자유도방식으로서 MEMS
기술로 Stamp를 제작하고 마이크로 LED를 자성물질로 코팅하여 선택적인 전사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음
▪ 아일랜드의 infiniLED는 1mW 광출력을 가지는 405nm 파장의 단일 마이크로 LED를 개발했음이고
보고 (20um chip size). 이 마이크로 LED의 광출력 밀도 (output power density)는 300W/cm2
수준으로 상용화된 LED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고, 이외에도 10mA에서 각각
2.7mW 및 0.47mW 광출력을 가지는 450nm 및 525nm 파장대의 단일 픽셀의 마이크로 LED도
상용화 함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국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조용하며, 오히려 최근 관련 중견 기업 루멘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에서 연구 성과 공개함
 GIST의 박성주 교수 그룹에서는 LLO 방식을 이용한 무기물 기반의 유연 LED 제작 방법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유연 LED 제작을 위해 효율적이며 대면적 GaN layer 전사가 가능한
연구 결과를 주로 발표함
 국내 코오롱은 전도성 섬유를 이용하여 발열하는 섬유 소재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빛을 외부로
내보내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재킷 기술을 선보임 또한 LED 시스템을 의복에 탑재하여
야간 산행과 위급상황 시 위치 파악이 용이한 섬유 제품을 보고하였음 현재 광원이나 IT
기기를 부착하는 수동형 단계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섬유 스스로 신호의 전달, 생성,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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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등이 가능한 능동형 전자 섬유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
 한국기계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롤 전사’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
기술을 발표. 현재는 100 마이크로 이상의 칩들을 전사하는 기술을 보고했으나, 향 후 100
마이크로 이하 박막형 마이크로 LED 칩들을 전사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
 한국광기술원은 수직형 및 수평형 마이크로 LED 칩을 제작하여 박막형의 두께 (10 마이크로
이하) 마이크로 LED 층만을 기판에서 분리하고 생체모방소재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전사하여 픽셀 디스플레이 어레이를 구현
 루멘스는 ’17년 1월에 0.75인치의 HD (1280X720)급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모듈 개발
발표 및 CES 2017에서 공개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연구단계를 뛰어 넘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17년 내 풀 컬러 지원 Micro-LED 디스플레이 모듈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음
또한, 루멘스는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마이크로 LED 양산 기술을 이전 받아 양산 체제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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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요소기술은 크게 마이크로 LED 광원, 마이크로 LED 대량
전사/접합, 스위칭 및 구동드라이브 IC, 색변환 소재 및 기타 공정 총 네 개의 분류로 구분됨
 기술이전이 가능한 연구기관은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IST, 경희대,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있음
[마이크로 LED 요소 기술 연구기관 ]
기관

이전 기술

내용

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광원제작 기술

한국광기술원

Monolithic multi-color 마이크로 LED 구현 기술

GIST

마이크로 LED 광원제작 기술

한국나노기술원

마이크로 LED 칩 대량 전사장비 (Pick and Place 방식) 기술

한국광기술원

마이크로 LED 선택적 전사공정 기술 (고분자 Stamp 방식)

한국광기술원

마이크로 LED 칩 대량 전사 장비 (Roll to Roll) 방식 기술

한국기계연구원

마이크로 LED 레이저 리프트오프 기술

한국나노기술원

마이크로 LED 구동용 TFT 스위치 소자 기술

경희대/실리콘 디스플레이

산화물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LED 백플레인 TFT 소자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색변화 소재 및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전자부품연구원

마이크로 LED
광원

마이크로 LED
전사/접합

스위칭 및
구동드라이브 IC
색변화 소재 및
기타 공정

◎ 연구개발 자원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LED 산업 발전 전략 발표
- LED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0년 세계 3대 LED 산업 강국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핵심요소기술개발 사업: 융복합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 사업: 초절전, 초실감, 초지능의 디스플레이, 조명, 센싱을 제공할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 신소재, 부품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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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LED 연구 개발 기업 및 수요 기업
[ 주요 Micro LED 개발 기업 ]
기관

사업분야

생산품목

연구분야

우리이앤엘

LED

LED패키지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AR용 고밀도 디스플레이 모듈

루멘스

LED

LED패키지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퍼블릭 디스플레이/HUD/HMD 모듈

한솔테크닉스

LED

Sapphire, UV
LED

LED 조명사업에서 퍼블릭 디스플레이/HMD 모듈로 확대

서울반도체

LED

LED
에피/칩/패키지

마이크로 LED 광원,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응용 모듈

빛샘전자

Display

전광판

전광판에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

삼익전자

Display

전광판

전광판에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

싸인텔레콤

LED

전광판

전광판에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

실리콘
디스플레이

Display

OLED/
백플레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TFT 백플레인

라온테크

AR/VR

AR/VR기기

LCoS 기반 가상현실 기기에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 패널 적용

메이

반도체

CMOS
백플레인

LCD 및 OLED용 CMOS 백플레인에서 마이크로LED 분야 확대

실리콘 인사이드

반도체

CMOS
백플레인

LCD 및 OLED용 CMOS 백플레인에서 마이크로 LED용으로 확대

코스텍시스템

장비

장비

LCD 및 OLED 장비에서 마이크로 LED 전사/접합 장비 개발

엘트린

장비

장비

반도체 웨이퍼 본더 장비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LED 웨이퍼 접합 장비 개발

QMC

장비

장비

반도체, FPD, LED 장비사업 확대, 마이크로 LED 전사/접합 장비 개발

효광

장비

장비

FPD, LED 장비 사업 확대, 마이크로 LED 전사/접합 장비 개발

프로텍

장비

장비

반도체, FPD 사업 확대, 마이크로 LED 전사/접합 장비 확대 검토

한미반도체

장비

장비

반도체 장비사업 확대, 마이크로 LED 전사/접합 장비 개발

서울엔지니어링

장비

장비

광학기기, 반도체장비 사업 확대, 마이크로LED 전사/접합 장비 개발

호전에이블

소재

접합소재

전자부품 접합 소재, 전사/접합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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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 주요 연구 개발 기관
▪ 한국광기술원 (마이크로 LED 연구센터)
- 무기물 GaN 층을 직접 전사 공정을 통해 유연한 폴리이미드 PI 또는 전도성 섬유 물질에
전사하여 유연한 LED를 구현하였고, LED 휨에 따른 주요 특성 변화 연구
- 30um 크기의 수평형, 플립칩 및 수직형 구조 마이크로 LED 광원 개발 및 건식접착소재를 이용한
선택적 전사기술 개발
- 건식접착소재를 이용한 전사장비 개발
▪ GIST (이동선 교수)
- 이종 물질 간의 (예, 적색 & 녹색) 웨이퍼 본딩 기술을 통한 multi-color 구현 기술 개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응용 가능
▪ GIST (박성주 교수)
- LLO 방식을 이용한 무기물 기반의 유연 LED 제작 방법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유연 LED 제작을
위해 효율적이며 대면적 GaN layer 전사 연구
▪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구실)
- 플렉서블 기판에 Roll to Roll 방식의 연속 공정으로 전사하는 방식에 대한 개발. 루멘스에 기술
이전
▪ 루멘스
-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 (HMD),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피코프로젝트 등에 활용 가능한
0.57인치의 해상도 1280X720급, 8um 크기의 마이크로 LED가 배열된 단색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RGB Full-color 디스플레이 개발 예정

▪ 삼성
- 150-200 um 수준의 RGB LED를 이용하여 영화관용 대형 LED 스크린 개발. 현재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TV 개발 진행 중
▪ 코오롱
- 전도성 섬유를 이용하여 발열하는 섬유 소재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빛을 외부로 내보내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재킷 기술을 선보임 또한 LED 시스템을 의복에 탑재하여 야간 산행과 위급상황
시 위치 파악이 용이한 섬유 제품 개발
▪ 엘이디라이텍
- 자동차 헤드램프용 matrix-LED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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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리페어 기술, 측정기술, 수리 및 교체 공정, 본딩 기술, 소재 부품, 웨어러블용 마이크로 LED 기술,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광원 기술 등이 포함됨
[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 요소기술 ]
요소기술

코드

설명

리페어(repair) 기술

A

불량 마이크로 LED 픽셀을 리페어 하기 위한 기술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B

마이크로 LED 칩 및 어레이의 불량 유무를
전기/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기술 (컨택 또는 비컨택
방식)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C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검사, 수리, 교체
공정 및 장치에 관한 기술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D

실리콘, 사파이어, GaAs 등의 웨이퍼의 열적/기계적
물성이 상이하여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웨이퍼 본딩시 열팽창계수의 비정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레이저 본딩 장치와 접합 공정
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E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LED 접합소재,
전사관련 부자재 등 소재부품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F

유연 신축한 특성을 요구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마이크로 LED를 응용하기 위한 요소 기술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G

3차원 홀로그램 영상 구현에 사용되는 초소형 마이크로
LED광원 및 모듈화 기술

◎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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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 국가별 요소기술 특허건수 ]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A

리페어(repair) 기술

1

4

0

1

7

13

B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2

1

0

2

2

7

C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11

34

4

14

23

86

D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11

18

0

5

21

55

E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68

91

8

18

75

260

F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0

3

0

0

2

5

G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0

3

1

0

0

4

93

154

13

40

130

430

합계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유럽,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리페어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국적
출원인의 출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및 유럽국적 출원인이 각각 2건씩을 출원했고, 미국국적
출원인 1건, 일본국적 출원인 0건으로 분석됨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기술은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국적 출원인의 출원량 순으로 나타남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기술은 다른 요소 기술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출원량이 많고,
미국, 한국, 유럽, 일본국적 출원인의 출원량 순서로 나타남
▪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은 미국국적 출원인만 3건 출원됨
▪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분야는 전체적으로 특허 출원이 적으며, 국가별로 0~3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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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특허 출원량은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기술 분야만 2017년과 2018년에 일부
나타나고 있음
▪ 해외 국가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과 유사하게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기술 분야만 출원을 활발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보다는 더 활발하게 출원하고 있음 해외 국가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기술 분야에서도 특허 출원량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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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활발하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 및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기술 분야에서도 값이 1이하로 나타남
 미국은 리페어(repair) 기술 분야 및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지만, 그 외의 기술 분야 특허출원은 모두 값이 1 근처를 나타내거나, 그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분야에서 특허활동이 8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0을 나타내거나 낮은 값은 나타내고 있음
 유럽은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분야 특허활동이 3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 및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분야의
특허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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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특허수에 대한 패밀리수는 전체적으로 1.7이하로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 미국과 유럽만
1.7이상의 값을 나타냄
▪ 특허수에 대한 피인용수는 미국이 9.7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유럽은 미국과 패밀리수 지수에는 유사하지만, 피인용수에는 미국과 많은 차이를 보임
▪ 한국과 일본 특허는 특허수에 대한 피인용수가 0으로 나타남
[ 각국의 시장력 분석 ]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ETC (기타)

130

1.161538

0.314286

EU

40

1.725

0.6

JP

13

1

0

KR

93

1.064516

0

US

154

1.714286

9.79661

전체평균

19.22

1.3860

5.6923

◎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기술로 나타남
▪ 리페어(repair) 기술,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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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A

리페어(repair) 기술

◔

B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

C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

D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

E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

F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

G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요소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A

리페어(repair) 기술

•불량 마이크로 LED 픽셀을 리페어하는 기술

B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C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검사에 관한 기술

D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본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E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F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G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마이크로 LED 칩 및 어레이의 불량 유무를 측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본연의
색을 최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입을 수 있거나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기술
•마이크로 LED 광원을 이용하여 증강현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기술

185

전략제품 현황분석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분야만 특허 출원이 일부 있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특허 출원이
거의 없음
▪ 국내 연구 기관으로는 한국광기술원과 대기업으로는 LG전자, 삼상전자, LG이노텍 등이 일부 특허
출원하고 있음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분야만 특허 출원이
집중되고, 그 외는 특허 출원이 거의 없는 상황임
▪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및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은 국내 기관들의
특허 출원이 없는 상황임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리페어(repair) 기술,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분야로 나타남
▪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및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은 국내
출원인들이 출원하지 않는 분야로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관심가질만한 분야로 판단됨
▪ 리페어(repair) 기술 및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은 각각 2건씩만 국내 출원인의 특허 출원이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은 시장 전망이 좋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및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에 더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중소기업은 국내 연구기관으로 한국광기술원과 대기업으로는 LG전자, 삼상전자, LG이노텍
등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음
▪ 한국과 같이 일본도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이 아직
활발하지 않아 일본 시장을 진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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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요소기술

A

리페어(repair) 기술

기술집중도

◔

주요출원인
•Goertek

•특허 출원이 거의 없음

•LuxVue Technology

•한국광기술원에서 1건

•한국광기술원
•General Electric
Company
B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

•Carl Zeiss Microscopy
GmbH
•한국생산기술연구원
•Varjo Technologies

C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

Oy
•Apple
•Intel

D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Goertek
●

•Lumens
•LG이노텍
•LuxVue Technology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E

●

•Lumens
•Apple
•Apple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F

◯

•Compass Technology
•Yicheng Precision

G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

국내 특허동향

•Seico-Epson
•ABL IP Holding

출원함
•한국 및 해외 모두 특허
출원 거의 없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화이바이오메드에서 1건씩
출원함
•다양하게 출원하며,
기관별로 1~2건 수준임
•LG전자, 삼성전자,
한국광기술원, LG이노텍
등이 있음
•대기업 중심
•LG이노텍, 삼성전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등
•대기업 중심
•한국광기술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전자 등
•국내 기관의 출원이 없음
•본 요소기술 분야의
출원이
활발하지 않음
•국내 기관의 출원이 없음
•본 요소기술 분야의
출원이
활발하지 않음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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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repair)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리페어 기술 분야는 LuxVue Technology 등이 주요 출원인으로 나타났지만, 기관별로 1~2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출원량이 많지 않음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전기/광학적 측정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들이 모두 1건씩 출원하여, 핵심적인 출원인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Varjo Technologies Oy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Apple 및 Intel 등의 기업
순으로 특허 출원하고 있음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Geortek이 3건으로 가장 많으나, 많은 다른 기관들도 1~2건 정도를 출원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LuxVue Technology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Lumens가 한국에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주요 출원인으로 분석되었음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특허 출원량이 많지 않으며, 주요 출원인들의 출원량은 1~2건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특허 출원량이 많지 않으며, 주요 출원인들이 모두 1건씩의 특허를 출원함

188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5. 요소기술 도출
가.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마이크로 LED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리페어(repair)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전기/광학적 측정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속 대량 전사장비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정밀 접합장비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청색/녹색/적색 Epi. 및 칩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소재 부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능동형 구동이 가능한 스위칭 소자가 집적된 마이크로 LED
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증강현실용 Micro LED 광원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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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
•품목별 전문가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요소기술 분류

•전문가 추천

조정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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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 기술
선정평가

•평과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 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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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 리스트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핵심요소기술 선정
[ 마이크로 LED 분야 핵심요소기술 ]
분류

핵심기술
리페어(repair) 기술

VR/AR용
마이크로 LED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

퍼블릭,
모바일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광원 및
백플레인
모듈화 요소
기술

전기/광학적 측정기술

개요
불량 마이크로 LED 픽셀을 리페어 하기 위한 기술

마이크로 LED 칩 및 어레이의 불량 유무를 전기/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기술 (컨택 또는 비컨택 방식)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LED 접합소재, 전사관련
부자재 등 소재부품 기술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실리콘, 사파이어, GaAs 등의 웨이퍼의 열적/기계적 물성이
상이하여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웨이퍼 본딩시
열팽창계수의 비정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레이저 본딩 장치와 접합 공정 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소재 부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LED 접합소재, 전사관련
부자재 등 소재부품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증강현실용 Micro LED
광원 기술

유연 신축한 특성을 요구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마이크로
LED를 응용하기 위한 요소 기술

3차원 홀로그램 영상 구현에 사용되는 초소형 마이 크로 LED광원
및 모듈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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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미래 산업 트렌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춤형 마이크로 LED를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디스플레이, IT, 의류, 섬유, 통신, 반도체, 농수산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마이크로 LED 기술로 응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비 소재 부품 관련
연구 개발과 사업화가 필요함
[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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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기술개발 로드맵

[ 마이크로 LED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및 응용

VR/AR, 모바일용 마이크로 LED 장비 및 부품 개발 및 양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리페어(Repair) 기술

컨텍 및 비컨텍 방식 불량
측정 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채널의 고속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VR/AR용 마이크로 LED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 확보

초고해상도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퍼블릭, 모바일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광원
및 백플레인 모듈화 요소
기술 확보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LED
광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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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리페어(repair) 기술

7

8

7

7

30

선정

전기/광학적 측정기술

7

7

7

7

29

선정

고속 대량 전사장비

6

6

7

7

26

고정밀 접합장비

5

7

8

8

28

청색/녹색/적색 Epi. 및
칩 기술

8

7

6

6

27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8

7

7

8

30

선정

마이크로 LED 대량 조립
및 정렬 공정 및 장치

8

8

8

8

32

중복(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고속
검사/수리/교체
공정 및 장치)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의 고정밀도 웨이퍼
레이저 본딩 장치

7

8

7

7

29

선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소재 부품

8

8

7

7

30

선정

능동형 구동이 가능한
스위칭 소자가 집적된
마이크로 LED 모듈 기술

8

7

7

7

28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

8

9

8

8

33

선정

증강현실용 Micro LED
광원 기술

7

7

7

7

29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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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및 응용

레이저 및 응용

레이저 및 응용
정의 및 범위
▪ 정의: 빛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마킹, 조각, 절단, 용접, 리소그래피, 마킹, 열처리, 합성,
표면처리 등의 방식으로 주력산업분야(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 로봇, 반도체 등)에 활용되고,
융·복합산업(의료, 에너지, 영상, 군수, 신소재, 센서)에 광원으로 응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부품, 모듈
및 가공 시스템을 일컬음
▪ 범위: 가공용 광섬유 레이저를 제작하는데 필수요소는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광원, 광원패키지, 광섬유
레이저에서 요구되는 광학 컴포넌트들은 Lens(array), Beam delivery, Beam head, Collimator,
Beam combiner, Isolator, Coupler 등으로 산업용 레이저를 구성하는 부품 및 모듈을 포함하고,
특정 재질, 두께, 형상의 제조가 가능한 레이저 광원 모듈 및 시스템 요소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공기술을 적용하여 초정밀 부품 생산 가공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하고 있음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레이저 및 응용 분야 세계시장 규모는 ’17년
약 119.8억 달러에서 ’23년 약 168.8억 달러에 이를

•첨단 산업에 적용을 위해서 레이저 기술의 혁신 필요
•중적외선 대역의 광원용 부품은 기술개발 초기

것으로 전망
•(국내) 레이저 가공 시장은 ’17년 2억 7,598만
달러에서 ’23년 3억 9,75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단계로 중소기업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필요

정책 동향

기술 동향

•KIAT를 전담기관으로 레이저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인프라 기반의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다양한 산업 응용에 적합한 가벼우면서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레이저 개발 필요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 센터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이 레이저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레이저 응용 및 첨단소재가공
분야 산업기반구축 진행 중

•IR영역의 고출력 광원 생성 기술 필요
•국내에서 펌핑용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칩
기술 개발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해외) Coherent, IPG, Newport, Rofin-Sinar,
Trumpf, ASML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 기술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대기업) LIG넥스원, 한화, LG전선

•광섬유 격자 기술

•(중소기업) 이오테크닉스, 한빛레이저, 한올레이저

•정밀 PCB 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DPSSL 패키징, Fiber 레이저 소재 및 모듈 패키징, 레이저 내구성 향상 기술, 고출력 레이저 관련
부품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용 레이저 응용 시장 대응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출력 레이저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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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레이저 : 廣대역파, ⾼에너지, ⾊순수성, ⾼지향성, 코히어런스
▪ (廣대역파)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파장(200nm∼10㎛)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의료, 영상,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 (⾼에너지) 아주 작은 하나의 점에 수백와트(Watt) 이상의 에너지를 집광함으로써 경도가 높은
물질의 미세가공 가능
▪ (⾊순수성) 타 광원(램프, LED)은 여러 파장의 빛이 혼합되어 있으나 레이저는 단일 파장의 빛으로
색 선명도가 높음
▪ (⾼지향성) 타 광원은 전진하면서 빛이 점점 넓어지지만 레이저는 우주상의 거리측정에 쓰일 정도로
빛의 퍼짐이 적음
▪ (코히어런스, 결맞음) 단일 빛내 모든 성분(파동)이 서로 일치된 관계를 갖는 성질, 행군 시 나란히
발맞춰 나가는 모양

[ 레이저의 특징 ]
廣대역파

⾼에너지

⾊순수성

⾼지향성

 주력산업에서의 광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제품 등의 제조공정 가공과 제품의 특수기능
부여로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여 등 2개로 구분
▪ (가공) 제조공정 가공은 자동차, 조선 등의 절단, 용접, 표면처리, 마킹과 반도체의 초정밀 패턴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에 영향
* 그동안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마킹, 용접, 절단, 패턴 형성 등 제품 가공․제조 등의
솔루션으로 레이저가 등장
▪ 레이저 빔의 에너지를 1,000분의 1 mm 미만으로 미세 공간에 집광하는 공간 분해능 및 짧은 파장
때문에 제품의 초정밀 가공 구현이 가능
* 광을 이용한 초정밀 가공은 주력제품을 제조하는데 주로 이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반도체의
초미세 회로 패턴 등 전자제품 제조와 IT제품(스마트폰, OLED) 가공, 라식/복강경 수술 및 치과
시술 등 의료시술 정밀 가공 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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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기술 및 부품을 활용한 산업 혁신]
산업
분야

레이저 기술

자동차

LIDAR
(라이다)

제품

산업
분야

레이저 기술

조선

선박유도시스템
(DAS,
Docking Aid
System)

Google(자율주행차)

의료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

GS칼텍스
(레이저 타입 선박 접안
시스템)

미국(장기 프린팅)

국방

통신

공중발사
레이저
(ABL,
Airbone
Laser)

FSO(Free
space
optical
communicat
ion)

생활
용품

포토닉스
펜스

미국(THAAD,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모기방어 시스템)

디스
플레이

NASA(우주통신)

3D 홀로그래피

Apple(인터랙티브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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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의 주력 응용 분야 ]
주력

구

분

마킹

개념 및 트랜드

l 글씨 문양 등을 물체
표면에 새겨 넣는 기술
l 접촉식 화학식 또는
기계식 작업에서
비접촉시 레이저를
이용한 작업으로 전환됨

기존
접촉식 조각기 및
화학적 방법을 통한
마킹

접촉식 기계 및
공구날을 사용한 기술

컷팅

l 디자인된 부분을
오려내거나 태워서 삭제
및 제거 기술
l 비접촉식 고속 레이저를
이용한 작업으로 전환됨

부가가치
l 작업속도 개선
정밀작업 가능
환경규제 없음
l 기존 작업 효율
대비 50%이상
개선

l 비접촉식 작업
자유도 개선
작업속도 개선
정밀작업 가능
환경규제 없음
l 기존 작업 효율
대비 100%이상
개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제조공정

웰딩

미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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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두개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 물체를 접합하는
기술
l 전극 및 열을 이용한
기술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로 전환됨

l 작은 사이즈의 반복되는
문양을 새겨넣는 기술
l 화학적 또는 기계적
가공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비접촉식
가공으로 전환됨

전기적, 열적 및
화학적 방법을 통한
접촉시 접합기술

화학적 및 기계적
방법을 통한 접촉식
문양기술

l 비접촉식 작업
자유도 개선
작업속도 개선
정밀작업 가능
환경규제 없음
l 기존 작업 효율
대비 100%이상
개선

l 비접촉식 작업
작업속도 개선
정밀작업 가능
l 기존 작업 효율
대비 100%이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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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기능) 광기술을 이용하여 주력 제품의 특수기능을 부여하여 주력산업의 부가가치화에 기여
▪ 자동차의 충돌방지, 무인자동차 자율주행(3D이미징), 라이트비젼(야간 시야 확보) 등 자동차의 혁신
▪ 3차원 입체 영상(3D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살균․멸균 세척기 등 주력산업으로 신문화를 창출하는
아이템에 기여

(2) 필요성
 국내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의 원천기술개발 절대적 필요
▪ 국내 레이저산업은 기존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서 세계 연평균 약 11%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이지만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약 90%가 중․소기업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의한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업지원이 진행되어야 함
▪ 산업용 레이저 산업은 대기업이 수요자이고 중소기업이 공급자인 구조이므로 중소기업의 강력한
제품경쟁력이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상생 구조임
▪ 국내 레이저 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 대비 기술력이 미흡(선진국대비
약 80% 수준)한 상황에서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레이저 핵심부품 개발 추진을 통해
기술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산업용 레이저 분야의 기업 수는 약 1,000여개이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관계로 조립가공
수준이며, 인력구조 또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소수의 석․박사 인력이 근무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됨
▪ 연구개발을 위한 고가의 장비 및 인력이 투입되는 기술인만큼 핵심원천기술이나 리스크가 큰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경우 정부 주도하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기술선진국간의 공동연구 확대
▪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분야의 최대 기술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레이저 산업관련 유럽연합 공동
컨소시엄인 LASERLAB-EUROPE을 구성하여 16개국 3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고신뢰성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상용화 필요성 증가
▪ 산업용 레이저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칩, 모듈의 국내 수요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적 종속 및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임
▪ 반도체 레이저 칩의 개발은 연구소, 기업 등에서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양산화에 필요한 고신뢰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 이러한 고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칩의 생산은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기업의 칩 개발이 매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태임
▪ 국내 반도체 레이저 칩 개발에 필요한 최적 공정개발을 통한 기업의 고신뢰성 칩의 양산화 지원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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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산업적으로 레이저는 산업체에서 사용한 금속뿐만 아니라 비철금속을 포함한 난가공제 등
다양한 소제를 절단, 용접, 표면처리, 마킹, 천공, 급속조형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정확하게 발진하는 단색의 파장 특성 때문에 분광학
분야에 주로 사용됨
 펄스 레이저의 경우 짧은 펄스폭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군사적으로 레이저는 공격 대상을 식별하거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의학에서는 안과 수술, 미용 목적의 수술 등에 사용됨

(1) 기술별 분류
 레이저 마킹
▪ 레이저빔으로 중요부품의 증명표시, 제품의 재원기록, 상징마크, 도난방지 등으로 표시하는 것과
코팅되지 않은 재료 상에 마킹하는 경우 표시모양을 따라 재료를 제거하여 되거나 또는 주위표면과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함
▪ 부품의 표면을 레이저로 주사하면서 정해진 위치에서 소량의 물질을 증발시켜 다양한 크기로 마킹함
▪ 마킹하여야 할 부품이 매우 적은 경우, 취약한 경우 또는 생산속도가 느린 경우, 잉크 등에 의하여
오염이 되는 경우 등에서 레이저 마킹이 매우 효과적임 부품에 뒤틀림을 주지 않고 전자부품의
기판과 인쇄기판은 물론 공구 팁 혹은 드릴 팁 등 기계부품 등의 생성번호와 제조번호 등을
기록하며 마킹을 크게 분류하면 레이저 조각(engraving)방법, 도트 매트릭스(dot matrix)방법,
마스크 영상(mask imaging)방법이 있음
▪ 적용 재료 : 금속,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연강,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목재, 고무, 요업재료,
유기물재료
▪ 활용 레이저 : Q-switched Nd:YAG 레이저, 엑시머 레이저, 펄스형 CO2 레이저, TEA CO2
레이저, 펄스형 Nd:YAG 레이저

[ 레이저 마킹 ]

* 출처 : Laser Marking & Laser Engraving Systems, tracesol 홈페이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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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미세 가공
▪ 이미 원하는 형상을 마스크로 제작한 후 집속된 고출력 레이저빔을 전달하여 한 번의 단일 펄스로
복잡한 형상을 새기는 방법
▪ 적용 재료 : 유기물 재료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화 잠열을 가진 부드러운 물질
▪ 활용 레이저 : TEA CO2 laser, excimer laser, femtosecond UV laser

[ 수십 µm 크기로 가공된 미세가공 제품 ]

* 출처 :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레이저 박막 증착
▪ 부분 진공상태에서 고출력 펄스 레이저 빔으로 목표물을 조사하여 표면에서 증기화 된 물질을 기판
표면에 응축시켜 박막 형성
▪ 적용 재료 : YBa2Cu3Oy-x와 같은 고온 초전도체 박막, TI2CaBa2Cu2Ox 초전도 박막
▪ 활용 레이저 : KrF excimer laser, Ar+ laser

[ 레이저 박막 증착 원리 및 시스템 ]

* 출처 : EDU. KDIA 소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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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트리밍(trimming)
▪ 미소전자회로에서 박막(수백 Å~µm 내외) 혹은 후막 (10~25µm내외)으로 된 집적회로의 수개
이상의 저항소자를 포함하는 저항체를 수%이내의 공차를 가지도록 저항을 조정함
▪ 저항체 페이스트는 금속(Ag, Pd)과 금속산화물(Ag/Pd/PdO)의 혼합물, 유리 프릿(frit), 유기물
결합체와 용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단결정 실리콘 상에 박막으로 저항체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Ta, Cr, Ni-Cr 등 금속 혹은 Cr-SiO의
cermet를 진공 증착시켜 저항체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후막저항체와 같이 정밀한 저항 값을 얻기
위해 펄스 레이저빔을 활용하여 조정함
▪ 실리콘상의 박막저항 트리밍에서는 0.1%이내의 정확도로 요구조건을 만족, 오염이 없이 깨끗한
트리밍을 수행할 수 있고 장치의 신뢰성과 재현성이 높으며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여 전자공업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함
▪ 활용 레이저 : 펄스 Nd:YAG 레이저, 펄스 Ar+ 레이저, 펄스 CO2 레이저, Q-switched Nd:YAG
레이저
▪ 적용 분야 : 박막콘덴서, 인쇄회로의 전류전도 통로, 통신산업의 수정 발진자와 휠터 등

[ 레이저 트리밍에 의한 웨이퍼 및 전기회로 ]

* 출처 : TongHsing Electronic compnay 홈페이지

 레이저 어닐링
▪ 이온 주입된 결정층을 레이저로 어닐링 시키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음
- 웨이퍼 상에서 미세한 위치의 공간적인 조절(spatial control)이 가능하며 손상된 층만을
가열시키므로 기지조직의 결정 상태는 손상되지 않아 품질저하(degradation)가 없음
- 레이저 에너지와 조사시간의 조절로 주입된 이온의 확산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잔류된 손상이 거의
없이 주입된 결정층의 완전한 재결정을 얻을 수 있음
- 용융된 표면층의 매우 빠른 재결정속도로 인하여 주입된 원자들은 거의 모두 치환형 결정격자
위치를 점유하고 잔류되는 석출물을 형성시키지 않음
▪ 레이저 어닐링은 매우 빠른 작업이므로 보통 어닐링 작업 중 선화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진공
또는 특수 분위기를 필요하지 않음
▪ 활용 레이저 : 펄스 루비 레이저, 펄스 Nd:YAG 레이저, 연속파 Nd:YAG 레이저, Q-switched
Nd:YAG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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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어닐링 ]

* 출처 코리아 인더스트리 뉴스, 레이저 어닐링,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로 급부상, 2015

 레이저 천공(laser drilling)
▪ 금속에 노즐과 누수를 조절하기 위한 작은 구멍, 전자 빔 관찰을 위한 작은 구멍, 항공기 터빈
날개의 냉각용 구멍, 광학적 용도의 핀홀의 제작 등 두께가 아주 작은 금속판에 매우 작은 구멍을
뚫는 작업임
▪ 용접과는 달리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펄스 레이저나 Q-스위치된 레이저를 사용하여 종횡비가 크고
직경이 매우 작은 구멍을 뚫는 작업에 레이저빔을 활용함
▪ 천공 방법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 구멍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저렴한 가공이 가능
- 자동화에 의한 비용절감이 쉬움
- 비접촉식이므로 공구마모가 없음
- 취성재료와 같이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물질도 천공이 가능
- 비접촉식이므로 가공할 때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열영향부 매우 작음
▪ 적용 재료 : 스테인리스강, 황동, 알루미늄, 구리, 니켈,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세라믹, 알루미나,
각종 보석
▪ 활용 레이저 : 펄스형 CO2 레이저, 펄스형 Nd:YAG 레이저, 구리증기 레이저, 루비 레이저,
Nd:Glass 레이저

[ 레이저 천공 사례 ]

* 출처 : http://mechatrojapan.com,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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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
구분

레이저천공

기계적 천공

전기방전 공작기계

․ 높은 처리량
․ 쉬운 설비

․ 큰 깊이

․ 드림 마모손상 없음
장점

․ 큰 지름

․ 비접촉 가공

․ 곧은 구멍

․ 열영향부 작음

․ 낮은 장비비용

․ 낮은 발진 비용

․ 큰 깊이
․ 테이퍼 없음
․ 낮은 장비 비용

․ 광범위한 재료 사용
․ 드릴 마모 손상

․ 홀 테이퍼
단점

․ 낮은 처리율

․ 제한된 깊이/지름

․ 긴 장착시간

․ 재응축된 재료

․ 최소 구멍 지름

․ 고가 장비 사용

․ 재료의 제한성

․ 느린 천공률
․ 긴 장착시간
․ 높은 발진비용
․ 재료의 제한성

 레이저 스크라이빙(laser scribing)
▪ 재료를 증발하지 않고 모양을 만들거나 작업재료를 원하는 형상을 가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웨이퍼들을 작은 칩으로 자를 때 사용함
▪ 세라믹, 실리콘, 유리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물질의 형상가공에 활용되며 작업비용은 다이아몬드
스크라이빙의 20%이하임
▪ 적용 재료 : 실리콘 웨이퍼, 알루미나 기판 등 취성재료
▪ 활용 레이저 : 펄스형 CO2 레이저, 연속파형 CO2 레이저, 펄스형 Nd:YAG 레이저, Q-스위치된
Nd:YAG 레이저, 구리증기 레이저, 루비 레이저, Nd:Glass 레이저

[ 레이저 스크라이빙 응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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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절단
▪

레이저 가공의 대표적인 기술은 레이저 절단으로 재료의 절단면과 그 주위에 발생하는
열영향층(HAZ : Heat Affected Zone)이 좁고 고정밀 절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절단부 주변의
재료손실이 작으며 형상이 복잡한 절단이 가능하고 산소가스 등의 활성가스에 의한 화학반응열을
절단에 이용, 고압가스로 용융한 금속을 배출하는 힘을 응용하여 절단능력을 큰 폭으로 향상됨

▪ 레이저 절단은 타 방법에 비하여 절단속도가 빠르며 동시에 가공물이 받는 열량이 적어 열변형과
조직변화가 극히 적으며 절단가스(노즐형상, 가스 압력 종류 등), 레이저 초점(레이저 밀도,
초점사이즈, 초점거리), 레이저(출력, 빔 모드, 편광 등), 공정 (속도, 재료 및 두께)의 고정 변수들을
최적화함으로써 절단의 최적 조건을 얻을 수 있음
▪ 주요 적용 가능 재질은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스테인리스강, 황동, 동, 도금강판, 비금속전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고장력 강판, 공구강, 티타늄,
티타늄합금, 페놀수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FRP, 종이, 플라스틱, 천, 나무, 아크릴
등임
▪ 이용되는 레이저는 CW CO2 laser, CW Nd:YAG laser와 pulsed CW CO2 laser, pulsed
Nd:YAG laser, fiber laser, diode laser 등이 있음

[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가공 사례와 절단 가능한 재료 ]
주요 응용 사례
- 2-dimension profile cutting in sheet metals
- 3-dimension cutting
- Cutting automotive hydro-form tubes, cradles and side pillars
- Tube cutting
- High pressure clean cutting of stainless steels and aluminum
- Micromachining cardiovascular stents
- Resize silicon wafers for solar panels
- Glass cutting

절단 가능 재료
- Mild steel
- Stainless steels
- Titanium alloys
- Aluminum alloys
- Magnesium alloys
- Galvanized steels
- Nitinol, Inconel
- Plastics

- Metal wheel drilling
- Cigarette tip paper laser drilling 등

- Glass 등

[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3-D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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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용접
▪ 레이저 용접 시 레이저 빔은 거울 또는 렌즈로 가공물에 수렴되어 물체표면에 일부가 흡수되며
흡수된 빔은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국부적인 가열이 일어나 용융에 이르며 이 때 물체 내부로 열이
전달되어 용융된 부위가 확장되며 용접 단면 형상은 열전도도에 영향을 받게 되고 레이저빔 출력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면 물질의 기화로 인한 키 홀이 형성되어 용입 깊이가 깊어지게 됨
▪ 일반적인 레이저 용접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용접속도가 빠르고 용입 깊이가 깊음
- 열에 의한 변형이 적으며 어느 분위기에서도 용접이 가능함
- 유연성이 좋고 같은 장비로 절단 및 표면처리 등을 할 수 있음
▪ 레이저 용접은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전자, 자동차, 제관, 중공업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 주요 응용사례 : 기존 용접공정(저항점용접 및 전기용접) 대체 및 용접 불가능 개소 적용
▪

레이저광 집광부를 106W/cm2 이상의 에너지밀도로 하여 조사시키면 금속면에서 고압의
금속증기가 발생하여 용융금속 중에 키 홀(Key hall)이 형성되면서 용입비가 큰 용접에 많이 사용됨

▪ 불활성가스를 이용하여 용접부를 산화시키지 않고 용접하며 불활성 가스는 주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며 압력은 0.1kgf/cm2 이하로 설정하여 비드표면의 산화를 방지함
▪ 고에너지 밀도로 급속가열과 급속냉각의 용융 응고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고융점 재료 혹은 융점이나
열전도율이 다른 이종금속 재료의 용접도 다른 용접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TIG 용접에 비해
용접 후 변형이 거의 없음
▪ 고에너지 밀도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용접하므로 열영향부가 작고 유리-금속의 봉합과 같이 열에
민감한 요소에 용접이 가능함
▪ 주요 적용 재료은 림드강, 세미킬드강, 고장력강판, 스테인리스강, 고탄소강, 고크롬강, 침탄강,
터프피치 강, 황동, 아연 도금강판, SPCC, 티타늄합금, 순수 티타늄 등임
▪ 이용되는 레이저는 CO2 laser, Nd:YAG laser, fiber laser, diode laser, 루비 레이저, Nd: Glass
레이저 등이 이용됨
[ 레이저 용접 시스템 개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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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YAG 레이저(左) 및 CO2 레이저(右)에 의한 용접 ]

[ 레이저 용접 응용사례 및 용접 가능한 재료 ]
주요 응용 사례

용접 가능 재료

- Tailored blanks
- Automotive body
- Spot welding razor blades and HHD flexures
- Hermetic welding of pace makers
- Butt welding titanium panels for aircraft
- Conduction welding of diaphragms

- Mild steels

- Full penetration welding of transmission gear and

- High strength steels

shaft assemblies

- Stainless steels

- Welding thick steels

- Titanium alloys

- Hybrid laser welding

- Aluminum alloys

- ABS solenoid valve

- Magnesium alloys

- Car fuel tube

- Galvanized steels

- Atomic fuel grid

- Nitinol

- Diamond saw blade

- Inconel등

- Aluminum tube
- Injector valve
- Optical packaging device
- Electrical components
- Stainless pip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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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열처리
▪ 레이저빔을 부품표면에 적절한 이동속도로 단시간 조사하면 표면의 레이저 조사부분만 급속가열
되고 레이저빔이 통과한 후에는 표면의 열이 내부로 열전도 되어 급속히 자기 냉각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임
▪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특징은 원하는 부분의 국부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입열량이 낮아
부품의 열변형이 적으며 또한 처리 후 기계가공이 거의 필요 없으며, 복잡 다양한 부품을 처리할 수
있고, 광학적 방법을 써서 종래의 기술로는 접근 불가능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의 속도가
빠르고 생산라인에 쉽게 적용할 수가 있음
▪ 자체적인 급랭에 의해 다른 냉각제가 필요가 없어 불순물 혼입이 없으며 경화 깊이, 경화 면적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자동화가 용이하고 처리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표면경화 등 화학적
변화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며 대기 중에서 처리할 수 있어 대형부품에도 표면처리가 가능하며
작업장의 소음, 고온 등이 발생하지 않음
[ 레이저 열처리 ]

 레이저 표면처리
▪ 레이저 빔에 의한 표면개질은 빔 에너지 밀도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고 피가공물을 국부적으로
가공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입열량이 적고 고정밀도의 가공이 가능하며 표면경화,
표면용융, 클래딩, 코팅강화, 합금화가 가능함
- 적용 재료 : 중탄소강, 저탄소강, 연강, 금형강,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공구강 등
- 활용 레이저 : CO2 레이저, Nd:YAG 레이저, fiber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 레이저 표면경화
- 레이저 표면경화는 마르텐사이트를 얻어냄으로써 이뤄지는데 0.3~0.6%C의 탄소를 함유한
저합금강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경화가 힘든 0.2%C의 저탄소강이라도 냉각속도가 빠르므로 적은
양이기는 하는 오스테나이트에 고용되어 있던 탄소가 시멘타이트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페라이트에 고용되므로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의 혼합조직이 되어 경화시킴
- 레이저빔의
급랭되므로
극소화되어
냉각곡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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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기지조직이 오스테나이트로 되는 것은 보통 0.01~0.1초로 매우 짧고 또한 곧
레이저에 의한 오스테나이트화 온도가 높더라도 그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입자성장이
철강재에서 강도를 높이고 피로저항을 증가시킴. 최대 경도를 얻기 위해 냉각속도는
TTT곡선의 nose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빨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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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의 표면경화의 경도 값은 레이저빔 조사시간에 대한 열의 침투깊이가 지배적이며 일반적인
표면경화 깊이는 0.5mm 내외 정도임
▪ 레이저에 의한 표면경화의 장점
- 부품의 뒤틀림이 적음
- 선택적 경화기능
ㆍ냉각수가 불필요함, 얇은 경화 깊이가 가능, 접근 곤란 구역의 경화기능
ㆍ경화두께의 조절가능, 경화후 처리가 없음, 피로수명을 향상시킴
ㆍ복잡한 구조의 경화가능
▪ 레이저에 의한 표면경화의 단점
- 장비가 고가이며 처리속도가 느림
- 처리 면이 제한되어 있으며 흡수코팅이 요망됨
[ 레이저 표면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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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경화법과 기타 경화법의 비교 ]
구분

레이저 경화법

열원의
특성과
출력

열의
침투
양상

열원
조절의
용이도

재료특성
변화에
의한
영향

고주파 유도 경화법

화염 경화법

레이저빔은 가간섭성 이므로
예리하게 된 모양의 국부적인
구역에 큰 에너지를 가할 수
있으므로 출력밀도가 큼
(수 MW/cm2도 가능)

출력은 레이저빔에 접근하는
정도로 큼

- 화염의 방사 열에너지가
가간섭이 아니고 퍼짐으로
작업부품에 전달되는 열은
제한됨(1kW/in2:1.6W/mm2이하
)

출력이 크므로 열을 부품의 표면
아래 일정한 거리에 제한하는
것이 가능함

- 고주파에서도 유도전류는
부품의 표면 아래 상당한
거리까지 침투하여 과도한 열을
주므로 퀜칭으로 제거해야 함
- 표면상태의 요철에 따른 고주파
흡수차이로 비균일한 가열의
가능성이 큼

- 에너지밀도가 적기 때문에
부품의 깊은 데까지 가열하므로
표면온도는 서서히 증가됨
- 열이 비효율적으로 경화구역
내부로 침투되므로 퀜칭으로
제거요망

- 레이저빔은 공기 중으로 먼
거리를 통과시킬 수 있음
- 레이저빔은 초점거리가 크므로
부품과 열원사이의 거리에 약간의
융통성이 있음

- 고주파로 가열되므로 연소
부산물은 없어 오염은 없으나
부품의 크기가 중요함
- 유도코일 이동시 코일이 잘
조절되어야 하며 부품 표면과
거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품질에
지장을 줌

연료가스와 산소량 그리고
압력조절은 용이하나 연소
부산물의 양도 증가되어 오염의
가능성을 줌

레이저빔의 흡수 효율은 용융점
이하에서는 기지 금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가열에 따른 부품의 전기적
성질변화로 효과적인 가열을
위하여서는 주파수 변화가 요망됨

재료의 가열에 의한 전기적인
특성 변화는 영향을 주지 않음

▪ 고밀도 에너지원인 레이저빔을 104W/cm2 정도로 조절하여 표면에 조사시키면서 빠르게 진행하면
표면이 매우 빠르게 가열된 후 금속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표면이 경화됨
▪ 레이저빔을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금속에 조사하면 빠른 시간에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로 상승하며
레이저빔이 빠르게 진행하면 지기조직에 의한 자체적인 퀜칭(self-quenching)작으로 마르텐사이트
생성 온도로 냉각되면서 로크웰 경도가 65~67인 단단한 조직으로 변태하게 되고 자기냉각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 없고 변형이 거의 없으며 복잡한 형상도 국부적인 표면경화가
가능하여 아래 조건에 적당함
- 표면이 불규칙하고 뒤틀림을 극소화시켜야 하는 부품
- 평평한 표면으로 완성가공 한 후 경화시켜 계속적으로 평평함을 유지시켜야하는 부품
- 적당한 형태의 부분적인 경화가 요망되는 부품
- 경화시킬 구역으로 열을 제한시키는 것이 힘들어 과도한 뒤틀림을 주게 되는 부품
- 급냉 구역이 발생하면서 경화구역이 전체에 비하여 작은 부품
▪ 부품의 모서리, 각이진 구석, 움푹 들어간 구역, 기아의 돌출부와 같이 불규칙한 부분의 경화
- 적용 부품 : 불규칙하게 생긴 물체, 굴곡진 물체, 선 모양, 톱니바퀴 모양, 스티어링 기어박스,
크랭크 축, 로드 샤프트, 실린더 블록, 디젤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 등
- 적용 재료 : 탄소강, 공구강, 주철 등
- 활용 레이저 : CO2 laser, Nd:YAG laser, fiber laser, diod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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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금형의 국부적인 모서리 레이저 열처리 ]

 레이저 합금
▪ 기지조직 표면에 내마모성,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의 필요한 성질을 주기 위한 이종금속을 기지금속의
표면에 첨가시킨 후 합금층을 형성시키는 것임
▪ 기지금속 자체의 기본적인 강인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격렬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합금화보다는 표면구역만을 합금화시키는 것임
▪ 침탄처리, 질화처리, 크롬처리, 알루미늄 처리에 비하여 비교적 정밀한 처리가 가능하고 부품 내부를
가열시키지 않고 표면구역만을 용융점까지 도달 할 수 있음
▪ 경화시키고자 하는 표면에 합금원소를 포함하는 분말을 뿌리면서 레이저빔을 조사시키면 분말과
얇은 표면층이 녹사여 섞이게 되고 레이저빔의 지나간 후 표면이 급속히 재응고(resolidification)
되며 합금원소를 포함한 얇은 층은 처음보다 훨씬 높은 경도를 유지하게 됨
▪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판물질 위에 요구하는 성질을 갖는 표면을 형성시킬 수 있음 예를 들면
니켈-크롬 합금을 통하여 저탄소강 위에 스테인리스강 표면을 만들 수 있음 밸브 시트(valve seat)
표면에 탄소, 붕소, 크롬, 규소 원소를 분말형태로 썩어 만들 경우 18KW의 레이저로 경화에 1.5초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함
- 주조 또는 가공 상태에서 요망되는 합금이 얻어질 수 없고 이를 다른 금속으로 대체시키기 힘든
경우와 전체적인 부품이 가열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 가열로 내에서 확산에 의한 표면층 합금 시 전체적인 부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복잡한 형상으로 부분적인 처리 및 가공이 힘든 경우
- 매우 높은 용융점을 가진 금속이나 세라믹 계통의 재료를 표면합금화 시키려는 경우
▪ 레이저 합금화 방법 및 장ㆍ단점
- 금속의 표면 합금화 처리는 기지 금속 표면에 내마모성, 내식성 및 내열성 등 필요한 성질을
주기위하여 피가공물의 표면에 합금 또는 합금원소를 첨가시킨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모재와 함께
용융시켜 합금층을 만드는 방법임
- 합금층에서 첨가된 원소 및 재료가 기지 금속과 완전히 희석도어 첨가재료와 다른 성질을 주게 됨
이런 경우 기지금속과 함금층 사이의 급격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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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으로 광범위한 용질 농도의 변화와 합금층의 두께를 얻게 되고 균일한 합금강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기지 금속의 열영향이 적고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고 준안정한 과포화 고용체를 얻을 수
있으며 고융점(⾼融點) 금속과의 합금이 가능함
▪ 단점으로는 금속 표면이 평평하지 못하고 용접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용융 금속의 흐름에 의한
잔물결 모양을 나타나며 넓은 면적에 표면 합금층을 형성시키려하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중첩하여
조사시켜야함
[ 레이저 표면 합금처리 예 ]

 글레이징(glazing)
▪ 수 KW의 레이저를 표면에 조사하면서 이동하면 표면층에서 많은 열이 내부로 전도되기 전에 매우
급속히 가열시킨 후 급랭에 의향 용융층(鎔融層)의 조직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준안정 조직을 얻는데 기초함
▪ 빠른 담금질 속도 때문에 표면 가까운 곳의 입자가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한 구조가 형성되고
냉각속도는 104°C/초 ~ 108°C/초 정도이며 과냉으로 인하여 조직이 초미세 결정입자 혹은
비정질 조직이 됨
▪ 클래딩과 달리 이종금속을 기지 금속 상에 첨가시키지 않고 표면구조는 유리질처럼 보이고 금속과
세라믹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제어와 반복이 가능함
[ 레이저 글레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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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글레이징에 의해 비정질 또는 유리질, 비결정화 구조의 표면을 얻을 수 있어 내마모성,
내식성, 침식(erosion) 내부식성이 크게 향상됨
▪ 레이저 글레이징으로 얻어진 비정질 상태의 조직은 유리전이 온도 이하에서 초미세 결정입자의
조직은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 적용 재료 : 주조강, 알루미늄, 청동, 세라믹
- 주요용도 : 고온부식이 심한 제트 엔진의 가스터빈 디스크, 스테인리스강 혹은 인코넬 합금, 특수
초합금
- 활용 레이저 : CO2 laser, Nd:YAG laser, fiber laser, diode laser

 레이저 클래딩
▪ 요구되는 성질을 가진 금속을 기지금속 표면상에 첨가시킨 후 용융시켜 접합시키는 것으로 두
금속의 접촉계면 구역에서 용융접합에 기초한 기술로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물질을 덫 씌워 경화하는
표면접합 공정기술이며 글레이징처럼 레이저빔이 얇은 표면층을 녹이만 레이저 클래딩은
야금학적으로 물질을 녹여 표면에 덫씌움. 글레이징과는 달리 덫씌운 물질이 표면과 섞이지 않으며
내마모성과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판물질의 표면에 비싼 합금으로
덮어씌우는 것임
▪ 텅스텐-불활성 기체 용접, 플라스마 분무, 화염 분무공정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공성이 매우 낮고
균일하며 두께 합금 농도 저하를 개선할 수 있으며 레이저빔을 이용하면 매우 균일한 층을 만들 수
있고 두께 조절이 매우 용이하며 합금의 변형이 최소화 함
▪ 적용 재료 : 카바이드, 철을 기반으로 한 합금, 니켈을 기반으로 하는 합금, 코발트를 기반으로 하는
합금. 엔진 터빈 블레이드에 스테라이트 혹은 다른 고융점의 초합금 클래딩
▪ 적용 레이저 : 고출력 CO2 laser, diode laser
[ 고출력 LD에 의한 클래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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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전방 및 후방 모두에 산업파급효과가 큰 수준이며, 국내 레이저핵심부품 및 모듈 기술은 아직
초기 시장진입 단계로, 일부 레이저 시스템 제조 업체들을 중심으로 부품산업분야에서 점차
상용화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형태
[ 레이저 및 응용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레이저 및 응용 기술 분야

전방산업

소재, 설계, 제조 산업 등

레이저 핵심부품 및 모듈

레이저 시스템 제조

◎ 용도별 분류
 공작기계용 레이저
▪ 레이저 가공은 강력한 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금속, 플라스틱, 나무 그리고 천 등의 절단, 천공,
용접, 표면처리 및 표면개질 등을 하는 기술이며, 작업 속도가 빨라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 복잡한 형상 가공이 용이
- IC와 LSI, 정밀기기의 가공에 레이저는 매우 뛰어나고, 작은 초점으로 집광(集光)해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비롯하여
보석·내열합금(耐熱合⾦)·세라믹스 등도 가공 가능
- 시계의 베어링으로 쓰이는 직경 1㎜의 루비에게 직경 0.05㎜의 구멍을 1초 동안에 10개 이상
천공이 가능함
▪ 산업용 레이저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연생산, 친환경생산 공작기계의 이미지를 가지며
소형화, 고효율화(⾼效率化), 자동화, 그리고 작업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강점을 가짐

 의료산업용 레이저
▪ 의료 분야에서 레이저는 레이저 광을 집속렌즈로 집광시켜 한 점에 조사(照射)하여, 강력한
에너지로 생체 조직을 순간적으로 증발, 기화(氣化)시켜서 절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수술에
이용하고 있음
- 레이저를 외과용 수술에 사용하면 절개하는 부분이 매우 작아 출혈이 적고 환자가 완치되는 데
시간이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에 의한 2차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증이 매우 적은 특징이 있음
- 의료산업에서 레이저가 위와 같은 효과가 있어 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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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야에서는 레이저 메스로 대표되는 열 효과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광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살세포 효과(殺細胞效果)를 응용하여 암 치료에 많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체내에 헤마토프로필린 유도체(HpD)라는 색소를 주입하면 암세포만이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조사(照射)하는 방법으로 암세포의 발육을 저지하고, 살세포 효과가 있는 물질이
생성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

 통신용 레이저
▪ 광통신은 레이저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전파하는 통신기술로 전기 신호 대신 빛의 신호를 통해서 먼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전자통신에 비해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고, 매우 빠르게 전송되는
장점이 있음

 산업용 레이저
▪ 산업현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현장의 공정에 활용하는 레이저로 레이저빔을 발진하는 매질에
따라서 분류하면, 고체레이저, 다이오드 여기레이저, 광섬유레이저, 가스레이저, 자유전자레이저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레이저빔을 발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연속파형 레이저와 펄스파형
레이저로 분류됨
▪ 최근 긴 수명,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등의 이슈로 인하여 다이오드레이저를 활용한 산업용레이저들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레이저에는 다이오드여기레이저와 광섬유레이저가 있음

 광섬유 레이저
▪ 광섬유 레이저는, 크리스탈 로드(rods), 가스 튜브를 포함하는 공진기 등 기존 레이저 광학을
이용하는 대신, 긴 광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열특성이 우수하고 모든 광섬유 컴포넌트 및 펌프
다이오드의 결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고체 레이저 및 가스 레이저와 비교해서 광섬유 레이저는 더 능률적이며, 친환경적이며, 소형
경량화 가능하고, 수명 및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해 경쟁력 있음

 DPSSL (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
▪ 다이오드 레이저 펌핑 고체 레이저(DPSSL : 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는 최근의
기술개발에 힘입어 회절한계에 가까운 빔 발산 특성과 수 kW에 이르는 높은 평균출력을 갖으며,
레이저 장치의 수명이 수 천 시간을 상회하는 등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DPSSL은 CO2 레이저, Flash Lamp 펌핑형 고체 레이저, Excimer
레이저 등 기존의 레이저를 대체하는 새로운 레이저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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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고출력 레이저 기술 응용 기술 수요 증가
▪

국내 레이저 기술은 기존의 산업분야인 자동차, 조선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
주력기간산업과 에너지․환경, 바이오 둥 산업간 융합으로 변화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임

▪ 국내의 가공 산업에서는 성능향상과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레이저가 적용되면서
초고속․정밀한 장점 때문에 첨단제품의 대량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반기술임
▪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레이저 기술은 초정밀·초고도공정 기술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광대역 파장으로 확대, 고에너지·고출력 생성,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기능을 구현 방향으로 발전

◎ 산업의 구조
 (현황) 레이저 응용처는 시스템(통신장비, 의료기기, 계측기 등)의 후방부품으로 직접
채용되거나 타 산업 가공(제조)용으로 활용
▪ 반도체레이저(LD)가 전체 레이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에너지 저감화 및 소형화 장점으로
시장 확대* 추세
- 반도체 레이저 칩은 고속화 및 고출력화로 레이저 산업에 넓게 활용되며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
▪ 그러나, 국내는 반도체레이저를 개발․생산 기반 시설(화합물반도체)은 전무
- 연구소(ETRI, KOPTI) 중심의 R&D 팹은 구축, 일부 중소기업 장비 지원을 위한 소규모
지원팹(임대용)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D용으로 전략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지능형칩, 고출력칩 등의 레이저칩은 R&D 수준이며, 산업화 완료된 칩은 팹 설비
투자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산업을 주도



세계적으로 광산업 시장의 용도별로 라이팅*을 제외한 생산 가공/제품기술(60%)과
통신(40%)이 대부분으로 구성되면서 레이저광원이 광산업의 기술경쟁력의 핵심 이슈로 자리
- 라이팅 : 조명 및 디스플레이 BLU 등
- 라이팅을 포함한 광산업 시장구성은 라이팅 40%, 생산가공 35%, 통신 25% 등으로 구성5)
▪ 최근 광원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통신, 의료기기, 디스플레이광원, 3D을 포함하여 산업가공까지
확대되면서 레이저 광원 중요성이 확대
- 레이저 광원 중 반도체 레이저 시장이 전체 레이저 시장의 60%이상을 차지

5) 출처 : Photonics 2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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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활용예시 : 통신의 송신단, 의료기기(검안기, OCT, 안과용치료기, 내시경 등) 광원,
3D/홀로그램의 광원, 레이저디스플레이 광원, 반도체/조선 등 몰딩, 컷팅, 마킹 등
[ 레이저 기반의 광융합 활용 시장 ]

 (문제점)기존 R&D 팹 및 지원 팹은 임대에 의존, 시설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설비 부족
등으로 기술력 및 양산에 한계
▪ 레이저칩 기술은 소수 선진국이 전체시장의 90%이상을 점유
▪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 장벽이 높아지고 미래 레이저 융복합산업의 기술종속이 심화
▪ 현재 자국 내 수직계열화 및 대형화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한
국내기업의 생산 인프라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보호와 나아가 세계 경쟁력 확보 필요

 스마트폰 부품 제조의 핵심 : 레이저
▪ 아몰레드 (AMOLED) 제조의 난제였던 비정질 실리콘의 결정화는 레이저 적용에 의해 해결
▪ 이외, 레이저는 이차전지, PCB 기판 회로 인쇄, 웨이퍼 검사, 기판 절단, 스크린 창 가공 등
스마트폰을 얇고(slim), 가볍고 미려한 외관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
- 레이저 특징: 직진성 (가공, 수술 등에 적용), 색 순수성 (가공 물질에 대한 선택성, 광통신 및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 편광 특성 (통신, 3D 영상 등에 적용), 결맞음성 (반도체 노광,
홀로그래피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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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폰 부품 가공 적용 예 ]

 두꺼운 강판의 절단, 용접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성능 향상,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레이저 적용이 급증
[ 자동차 산업에 적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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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적용을 통한 자동차 생산 효과 ]
경량화

성능향상

생산성 향상

경비
절감

20%

차체 강성 1.5배
향상, 정밀도 증가

부품수 20% 절감
금형수 20% 절감
점용접 공정 생략

20%

차체레이저
용접

5%

강도 40% 향상
피로성능 30% 향상
정밀도 증가
설계자유도 향상

공정속도 10% 증가,
공정 단축(로봇 6대→1대)

▪

표면처리

15%

강도 15% 향상

부품 수 20% 감소

5%

브레이징

▪

설계자유도 향상
정밀도 향상

▪

▪

트랜스미션
용접

▪

▪

레이저 한 대로 다수용접

▪

밸브시트
클래딩

▪

출력 및 토크 증대
내구성 3배 향상
연비 2km/리터 향상

압입 공정 30% 감소

▪

실린더
열처리

▪

실린더 마모량 20%
감소

▪

▪

Al 용접

40%

용접성 향상

공정속도 증가

▪

금형 클레딩

▪

수명 1.5배 향상

▪

▪

절단

▪

설계자유도 향상

금형 수 20% 절감

10%

머플러

5%

강도 15% 향상

▪

▪

배기관

30%

공해물질 배출 20% 감소

▪

▪

구분

TWB

차체

동력
전달부

기타

* TWB : Tailor welded blanks

▪ 가공용 레이저는 산업제조 기술의 중요한 트랜드인, 고효율, 맞춤형,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수행할
수 비접촉산업툴 로서의 효용가치 상승 중 (레이저는 5년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123대
전략제품기술인 레이저 핵심 부품 기술로서, 자동차, 조선, 항공 분야 등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산업용 레이저의 핵심부품인 광 부품·모듈은 원가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저 광발진기, 광학기기 등 핵심모듈 및 부품은 완제품에서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요소임에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체의 ’기술적인 종속’ 및 ’수익성 악화’가 심각함
▪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에서 산업용레이저 산업의 응용 시장 확대에 따른 기술개발 및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레이저 산업의 성장세가 빠르며(예: 中,
Hans Laser 등), 기존 반도체마킹 분야 등의 추격이 가속화되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국내외적으로 산업용 레이저기술과 세부기술은 이미 생산라인에 필요한 제품으로 상용화 되어 있으며,
응용분야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레이저 및 관련기술의 완전 국산화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특히 DPSSL 패키징, Fiber 레이저 소재 및 모듈 패키징, 레이저 내구성 향상 기술, 고출력 레이저
관련 부품 기술 등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집중할 경우 약 4~5년 후면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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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2017년 레이저 및 응용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19.8억 달러이며, 연평균 6.0%로
증가하여 2023년 약 16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레이저 및 응용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11,980

12,880

14,132

14,540

15,954

15,930

16,884

6.0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9, Laser Technology Market, MarketsandMarkets, 2018

 전 세계 레이저 가공시장은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고체 레이저, 가스 레이저, 액체 레이저,
기타 레이저로 분류됨
▪ 고체 레이저는 2017년 37억 9,877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36%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5억 4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가스 레이저는 2017년 19억 2,654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1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9억 96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액체 레이저는 2017년 9억 9,308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15%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3억 4,26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기타 레이저는 2017년 5억 2,172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46%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억 35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레이저 가공 시장의 종류별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고체
레이저

3,798.77

4,040.51

4,297.63

4,571.12

4,862.0

5,171.40

5,500.49

6.4

가스
레이저

1,926.54

2,063.58

2,210.37

2,367.59

2,536.01

2,716.40

2,909.62

7.1

액체
레이저

993.08

1,044.27

1,098.09

1,154.69

1,214.21

1,276.80

1,342.61

5.2

기타
레이저

521.72

534.55

547.69

561.16

574.96

589.10

603.59

2.5

* 출처 : MarketsandMarkets Laser Processing Market 2016을 기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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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f(10.9%), Coherent(9.3%), IPG(7.4%), Rofin(5.6%) 주요 4개사가 레이저
광원시장을 장학하고 있으며, 2016년 Coherent와 Rofin의 합병으로 Coherent는 세계
1위의 레이저 업체로 성장
▪ Trumpf의 경우 다이오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Fab. 구축 및 독일 FBH내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
▪ Coherent의 경우, 독일 고출력레이저기업인 Rofin을 인수함에 따라, 미세가공분야의 경쟁력을 넘어
마이크로 기계가공용 레이저 기술 확보로 시장 확대 예상

(2) 국내시장
 국내 레이저 가공 시장은 2017년 3,205.7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6.2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61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는 주로 반도체 제조에서 레이저 툴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음
[ 레이저 및 응용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3,205.2

3,406.3

3,619.9

3,846.8

4,088.0

4,346.0

4,616.7

6.3

* 출처 : MarketsandMarkets, Laser Processing Market, 2016을 기반으로 재구성
* 환율기준 : 1 USD = 1,161.4원(2019.12.26.,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국내의 레이저 가공 시장은 최종 사용자 산업에 따라 공작기계 분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 자동차 분야,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 건축 분야, 기타 분야로
분류됨
▪ 공작기계 분야는 2017년 795.6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5.6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0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는 2017년 773.5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5.9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09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는 2017년 550.5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7.15%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3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분야는 2017년 464.6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4.9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는 2017년 236.9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9.2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23

전략제품 현황분석

▪ 건축 분야는 2017년 191.6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8.09%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0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타 분야는 2017년 192.8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5.1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6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레이저 가공 시장의 최종 사용자 산업별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공작기계

795.6

840.9

888.5

938.4

991.8

1,046.4

1,105.7

5.7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773.5

819.9

867.6

918.7

973.3

1,030.2

1,090.6

5.9

의료 및
생명과학

550.5

588.8

631.8

677.1

724.7

777.0

832.7

7.2

자동차

464.6

486.6

511.0

536.6

562.1

590.0

619.0

4.9

항공우주 및
방위

236.9

259.0

283.4

310.1

338.0

369.3

403.0

9.3

건축

191.6

207.9

224.2

242.7

262.5

284.5

307.8

8.1

기타

192.8

203.2

213.7

224.2

235.8

248.5

261.3

5.2

* 출처 : MarketsandMarkets Laser Processing Market 2016을 기반으로 재구성
* 환율기준 : 1 USD = 1,161.4원(2019.12.26.,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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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4차산업혁명 새로운 응용 분야 대두
▪ 근적외선 고출력 레이저는 통신용 레이저로 근거리 통신에 주로 쓰여 왔으나 최근 Lidar, Face-ID의
등장으로 센싱 광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3D센서 공급업체들에 핵심 부품으로 산업체인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
▪ Apple은 최근 피니사(Finisar)에 3억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핵심 부품인 VCSEL(레이저 센서)의
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향후 아이폰의 전면과 후면에 모두 3D 기능을 갖추어 증강현실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증강현실 앱의 활용도가 더욱 커져 아이폰을 증강현실 장치로 활용할 계획
▪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4차산업혁명 시대에 IoT,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프린팅 등의
산업 분야에서 레이저 기술이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레이저
기술의 혁신이 요구
[ 광융합 기반의 레이저 활용 시장 ]

 레이저용 핵심부품 및 광원 전량 수입에 의존
▪ 국내 레이저 관련 기업은 가공용 레이저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계측, 의료용 레이저 업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레이저의 핵심 부품이 주력인 업체는
많지 않는 실정
▪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광원 등 후방산업은 기술·가격 경쟁력 열세로 대부분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의 원천기술에 대한 기반 취약, 원가 대비 고가의 부품이 전량 수입
▪ 레이저 시스템의 기능·성능을 결정하는 레이저 광원 및 첨단 소재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이하로 광원 및 레이저소재 원천기술 취약은 레이저모듈 뿐만 아니라 전방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외산 부품을 활용하여 조립·가공 생산함으로써 국산 장비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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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이러한 광부품 직접 생산하고 박막 코팅에 대한 국산화 정도는 미약한 수준으로 해외
선진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Near IR 및 Visible영역에서의 레이저용 코팅의 수요는 국방뿐만
아니라 민수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진 기술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음

 고출력 레이저용 핵심부품 및 광섬유 레이저 기술 이슈
▪ 레이저용 광학 부품은 레이저를 구성하는 광학부품과 레이저와 다른 시스템 및 응용부품과의 결합을
위해 사용되는 부품임
▪ 광섬유 레이저 이득매질이 되는 특수 광섬유 소재를 비롯해서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 고체
레이저, 엑시머 레이저 등을 활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레이저 기술이 있으며, Beam mixing법으로
균일화 (homogenized)와 사각형태의 빔프로파일을 통해서 레이저 성능을 고도화
▪ 고출력 레이저 공진기용 격자를 비롯해서 빔을 손실 없이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고출력화하는 기술이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패키지 모듈 설계와 열해석이 필요
▪ 고출력 레이저광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emitter에서 발생되는 광들에 대한 집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행광을 집속시켜주는 condensing 렌즈와 beam transformation 부품이 사용
▪ Beam transformation 부품은 V-step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빔이 지나는 경로에는 광학적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고난이도 가공기술에 속하는 분야로 고출력 반도체레이저 개발을 위해
선행개발이 필요
- 광집속을 위한 광학부품이 정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패키지 구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레이저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또한 각 광학부품들의 열적 팽창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나의 서브마운트에 장착된 패키지 형태로 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이를 위해 렌즈가공 기술과 정렬 기술 및 관련 부품의 열적해석을 통한 PKG기술이 레이저용 광학
부품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임
▪ 레이저 응용 시스템에서 레이저 열처리를 통한 크리닝은 레이저 빔을 표면에 적절한 이동속도로
단시간 조사하면 표면의 레이저 조사부분만 급속가열 되고 레이저빔이 통과한 후에는 표면의 열이
내부로 열전도 되어 급속히 자기 냉각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임
▪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특징은 원하는 부분의 국부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입열량이 낮아
부품의 열변형이 적으며 또한 처리 후 기계가공이 거의 필요 없으며, 복잡 다양한 부품을 처리할 수
있고, 광학적 방법을 써서 종래의 기술로는 접근 불가능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의 속도가
빠르고 생산라인에 쉽게 적용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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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핵심전략 제품 ]
핵심 전략 제품

내 용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치

고출력 레이저의 출력을 분기하여 시간/에너지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고출력 광 스위치

광섬유 격자

레이저 공진기용 브래그 미러 격자를 비롯한 스마트 센서 적용을
위한 센서용 브래그 격자 제조 및 패키징 기술, 레이저 빔을 파장
결합할 수 있는 빔 결합 기술

특수 광섬유 소재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한 이득매질용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FPCB 및 MPCB 등 다양한 분야의 PCB제작에서 다층 PCB 제작
시 기계적 결합을 위한 홀가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홀가공을 용이하게 하여 후방 산업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전파하기
위한 기술

휴대용 레이저 크리닝 시스템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휴대용 플라즈마 클리닝 장비로서, 항공기
및 전자&IT산업에서의 클리닝 장비로써 피가공물의 표면에 기계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클리닝을 함으로써 금형 및 제품의
제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4차산업혁명에 적용되는 융합 시스템의 상황인식을 위한 이미지
카메라용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모듈

스마트폰, 로봇/자동차용 Lidar에 적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광원과
마이크로 광학계를 일체화하기 위한 광모듈 패키징 기술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kW급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한 이득매질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고정밀 안면인식, 라임등의 적용을 위한 레이저, 센서, 광학계를
포함하는 카메라 모듈 기술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모듈

수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위한 신호 빔을 광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조 또는 패키징 기술

(1) 기술개발트렌드
 산업용레이저는 유리, 목재, 금속 등 재질에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용접, 절단, 접합 등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전 세계 10여개국 만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산업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용레이저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그 예로 독일의 레이저
분야 육성에 의해 독일의 레이저 기술은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신규 응용 분야 창출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음
▪ 특히 최근 자동차, 에너지, 의료, 항공 및 군사 분야의 활용 측면에서 산업용 레이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산업용 레이저 기술의 자립화 및 고도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산업용 레이저 기술의 핵심 주요 기술은 레이저의 광원에 해당하는 ①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Chip 및 PKG 기술 분야와 향후 가장 유망한 레이저로 부각되고 있는 ②광섬유 레이저 및
③고출력 다이오드 모듈 레이저 그리고 ④관련 모듈의 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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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의 해외 기술 현황
▪ 고출력 반도체 광원은 수 mW - 수십W까지의 광출력을 내는 대면적형 LD(Broad Area Laser
Diode)와 단일모드형 고출력 LD(laser diode)를 포함하는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
▪ 고출력 다이오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위한 여기광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여기광 방식의 레이저는 수명, 빔품질, 신뢰도 등에서 우수함
▪ 지금까지 고체 레이저의 펌핑에 사용되었던 플래시램프와 비교해 보면 플래시램프는 60%가 넘는
발광 효율을 얻고는 있지만 넓은 파장대를 형성하고 있어 고체 레이저 매질의 흡수 스펙트럼과
결합성이 낮아 레이저 효율이 수 %정도이고 열 부하가 커서 고출력을 얻기가 어려우며 열
왜곡현상으로 레이저 빔 균질성이 좋지 않음
[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및 어레이 ]

▪ 따라서 기존의 무겁고 덩치가 큰 벌크 레이저 타입 보다는 항공기 및 다양한 산업용 응용에 적합한
가벼우면서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Laser 기술 개발이 필요함
[ 레이저 광원의 파장과 레이저 매질 및 파장 상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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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용 Diode Laser
Wavelength (nm)

Laser Crystal

Output Wavelength (nm)

807.5

Nd:YAG

1064

808.4

Nd:GdVO₄

1063.1

808.5

Nd:YVO₄

1064

915

Er/Yb-doped
clad Fiber

1550-1560

940

Yb:YAG

1030

970

Yb:YAG

1030

970

Er:YLF

2840

1470

Er:YAG
Erbium-Yttrium Aluminum Garnet

1617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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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기반의 레이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파장은 808, 888, 915, 940, 960,
975, 1060, 1475nm 등 레이저 종류 및 응용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파장이 다양함
▪ 이러한 레이저 기술 중 산업용 응용을 위한 808nm, 915nm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와 IR영역의
고출력 광원을 생성하기 위한 1470nm의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펌프 광원이 필요함
[ 펌핑용으로 램프와 반도체레이저를 쓸 경우의 비교표 ]
분류

LPSS(Lamp pumped solid state) laser

DPSS(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

펌핑 광원

램프

다이오드 bar 또는 array

장비 Down 주기

8~20일 마다 램프 교체시 Down

평균 1년 이상 사용후 교체

전력 소모

4 kW

1 kW

Laser 출력

100 W

100 W

냉각수 소모

레이저 작동시 연속 소모

없음

[ 파장에 따른 응용분야 비교표 ]
Industrial
Pumps and
Direct Systems

Defense: Pumps
and Direct
Systems

Printing:
Imaging
Systems

Display: SHG
Source and
Pumps

Medical/Analytic
al: Pumps and
Direct Systems

Welding,
Cladding,
Marking

Target
Designation,
Communication,
Illumination

Thermal CTP,
Flexography,
Coding

Real Projection
TV,
Pico-Projectors

Dermatology,
Opthalmology,
Flow Cytometry

808nm

808nm

808nm

808nm

808nm

915nm

915nm

915nm

915nm

915nm

1064nm

1475nm

-

1064nm

1475nm

Applications

Products

▪ 레이저다이오드의 출력파장도 응용시장에 따라 다양함
- 808nm의 경우 산업용 및 의료용 응용을 위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DPSSL(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중 Nd:YAG, Nd:YV04의 펌핑 광원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레이저는 적절한
KTP 등의 Crystal과 결합하여 532nm의 고출력 Green 광원을 생성할 수 있음
▪ 최근 single emitted laser diode의 경우 coherent 사에서 8W급 808nm가 개발되었으며, IPG의
경우 915nm에서 20W이상의 LD를 개발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음
▪ Eye safety를 위해서는 1.55µm 영역의 출력을 낼 수 있는 EDFL (Erbium Doped Fiber Laser)을
구성해야 하며 최근 군사용 및 산업용 응용 분야에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반도체 나노구조를 이용한 1470nm 파장대역의 펌핑용 광원은 Eye safety 규격의 Class I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고출력 특성을 갖는 장점으로 광광섬유의 여기광원으로 적용이 가능
- 플래시램프를 여기 광원으로 사용한 경우인 200 ~ 500 시간의 수명보다 약 100배 이상 긴 수명을
가지므로 산업용의 DPSSL 및 광섬유 레이저의 광원, 센서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광원 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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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레이저 다이오드 기반의 DPSSL module과 Fiber Laser module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 및
판매되고 있음
▪ 808nm 파장에서 5W 광 출력의 단일 칩 완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업체로는 북미의 HPD, Axelphotonics,
Coherent사 등이 있으며 1~3 W까지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특히 Axelphotonics는 최고 8W의 광 출력을 갖는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핵심 기술은 다양한 조립
자재와 C-mount, B-mount, QA-mount등의 조립 기술을 통해 소자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였음
▪ TO3 : PKG 안에 TEC와 Thermistor가 삽입되어 있어서 온도 제어가 가능함 따라서 일정한 파워 및
파장이 요구되는 LD에 주로 사용 됨, TO3 PKG 사용시 광출력은 주로 약 1W ~ 5W 기종에 적용됨
▪ C-mount : Can type PKG 대비 큰 Heat sink 용량으로 고온 신뢰성이 개선된 Can type
PKG에서 고출력 PKG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개발된 PKG type임
- Can type PKG 대비 큰 Heat sink 용량으로 인해 보통 5W까지는 안정적인 출력이 가능하고 출력
파워 대비 PKG size가 작기 때문에 제품의 소형화가 요구되는 곳에 적용되고 있음
▪ CS-mount : LD bar에 사용되는 PKG로 열방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active cooling을
사용하기도 함
[ LD 특성 측정 단계에 따른 성능표 ]
Parameter

Diode Bars
Array

BALDs in use

LD-qualified

LD-qualified

LD-under
qualification

In-fiber power, W
(100um, NA0.15)

1.5

4.2

5.3

8

>20

Life, hrs

<1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Case cooling

+/- 1deg C

n/a

n/a

n/a

n/a

EO efficiency, %

45 - 55

48

55

>52

>52

WPE, %

<30

38

46

>43

>45

2 - 3

8 - 12

3 - 3.5

3.0

3.0

50  60

50  60

18  20

28  30

28 - 30

Thermal resistance,
Deg C/A
Junction overheating,
Deg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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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펌핑용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Chip 국내 기술 현황
▪ 국내 펌핑용 레이저 다이오드 칩은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철수한 이래, 공공부문(學, 硏)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하였으나, 상용화된 바 없음
▪ 한국광기술원은 2010년부터 펌핑용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칩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약 파장에 따라 6~8W급의 출력을 개발하였음
▪ 국내 산업용 레이저 시장의 구조는 국내업체가 발진기 모듈 및 핵심 부품을 해외 전문업체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시스템화하여 납품하는 경우와 해외 전문 업체의 국내 법인이 직판하는
경우임
- 1,000여개의 레이저 관련 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고, 중견기업으로
이오테크닉스, 한빛레이저 등이 있으며 이외의 약 9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어, 전체 1,000여개의
산업용 레이저 관련 업체가 있음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공공부문

[ LD Chip 국내 기술개발 현황(공공부문) ]
기술명

전문가
GIST

LD 칩

이용탁
한일기,
송진동
한수욱,
김정호

KIST
KOPTI

기술개발현황

국외대비수준

970nm LD

40%

1550 nm LD

40%

808, 975nm LD

80%

- 민간부문

[ LD Chip 국내 기술개발 현황(민간부문) ]
기술명

개발단계

상용화

개발내용

개발주체

8W급 @ 808 / 980nm 등

하나루미너스

8W @ 808nm 등

이오테크닉스

8W @ 915nm 등

코셋

Bar 방식의 LD 모듈 패키징 기술 개발

레이저엔피직스

LD 패키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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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Power combiner 생산업체와 해당 제품 ]
업체명(국적)

생산품목과 주요특징

비

고

- 7X1, 19X1 Fiber Combiner 제품 생산
- Input Fiber NA : 0.165 or 0.22
OFS (일본)

- Input Fiber Core/Clad : 105/125
- Output Fiber NA : 0.45
- Output Fiber Core/Clad
: 125/250 or 200/300
- 3(4)X1, 7X1, 19X1 Fiber Combiner 제품 생산
- Input Fiber NA : 0.15

SIFAM (영국)

- Input Fiber Core/Clad : 105/125
- Output Fiber NA : 0.22 / 0.45
- Output Fiber Core/Clad
: 125/- or 200/- 10X1, 16X1, 20X1 Fiber Combiner 제품 생산
- Input Fiber NA : 0.22

JDSU (캐나다)

- Input Fiber Core/Clad : 105/125
- Output Fiber NA : 0.43
- Output Fiber Core/Clad
: 200/230
- 7X1 Fiber Combiner 제품 생산
- Input Fiber NA : 0.15 or 0.22

ITF (캐나다)

- Input Fiber Core/Clad : 105/125
- Output Fiber NA : 0.46
- Output Fiber Core/Clad
: 125/- or 200/400
- 다양한 종류의 고출력 광섬유레이저용 광아이솔레이터 생산

Agiltron (미국)

- 편광무의존형 20W fiber-to-free space 타입의 광섬유형
광아이솔레이터 생산

- 300mW~10kW에 이르는 다양한 출력범위의 벌크 및 광섬유형
ThoLabs (미국)

광아이솔레이터 판매
- 편광무의존형 10W 광섬유형 광아이솔레이터 판매

고출력 광섬유형
광아이솔레이터
제조사로 유명

벌크옵틱 및 광섬유 관련
광부품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음

- 고출력 점프코드 및 셔터 생산
Oz optics (미국)

- fiber-to-fiber 타입의 10W 광아이솔레이터 판매 (최근에 30W
광섬유형 광아이솔레이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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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미국, 일본 둥 선진국을 중심으로 레이저 분야의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은 정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성장산업이며 타 산업으로의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레이저 산업은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선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독일
▪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도의 레이저산업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입지 지속
▪ BMBF는 첨단 기술화된 레이저 기술에 주목하며 레이저 기술자와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는
생산자의 공동 연합 사업을 지원
- 나노초(nanosecond), 피코초(picosecond) 레이저에서 더 나아간 극초단파(femtosecond) 레이저
분야로 레이저산업 혁신을 도모
▪ 독일 정부 주도의 연구사업과제로 광학기술프로그램(’02~’12년) 지원
* 약 800개의 개별 프로젝트 진행, 총 예산 4.5억만 유로
* ultra short-pulse 및 고출력 레이저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독일 Agenda Photonik 2020에서는 광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레이저 기초소재 집중투자* 지원계획을
수립
* 레이저 기초소재인 다이오드레이저(Diode Laser)의 광전효율을 2020년까지 80% 목표로 투자 지원

▪ 레이저를 포함한 광전자 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기업 지원사업인 'Photonics Research Germany*'
추진
*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레이저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100만 유로 지원

▪ 광산업 육성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성장 확대를 위한 R&D 전략 추진
* 독일 정부는 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년부터 10년간 300억 유로 투자 진행
* 차세대 기술을 충족시키기 위해 4대 분야에 전자대신 광기술을 채용하기 위한 원천기술 투자 진행(’11년부터 ’20년까지 R&D에
연간 1억 유로 투자)

 자동차 산업의 시장(재)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레이저기술 융합 지능형 자동차에 전략적
지원
* 폭스바겐 사태, 경제 둔화 등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시장 (재)선점 전략 수립(’15.12월)

▪ 자동차분야에 레이저 기술을 융합한 新산업혁명 핵심전략으로 ’독일 첨단기술 전략 2020*’ 추진
*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의 일환으로 광기술과 자동차기술을 포함한 17개 핵심기술 개발에 정부 연구개발비 집중 지원(’10년~)

- 중기실천계획(’12~’15년)을 통해 총 10개의 미래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 투자계획을 수립(총 84억
유로)
▪ 주요 산업체를 중심으로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착수
-

(Audi_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합작으로 라임(LiDAR) 센서 개발

완성차업체(Audi)-시스템

업체(발레오)-모듈업체(이베오)가

* 레이저를 이용한 라임 센서 모듈, 독일 이베오가 발레오와 기술 제휴를 통해 양상제품 개발 진행 중이며, 성공 시 ’16년 중
Audi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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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_레이저 헤드라이트) 독일
헤드라이트를 적용·출시(’14년)

대표

완성차업체인

BMW는

I8자동차에

레이저

다이오드

* 헤드라이트 개발 시스템 파트너인 Osram과 공동개발 진행

 레이저기술 융합을 위한 산학연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자동차분야 산업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품·소재부터 완성차 제조까지의 전주기적 협력체계 구축
* Benz, Porsche, 보쉬 등 주요완성차 업체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기초과학),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응용과학) 등과의 밀접한 네트
워크를 형성

 미국
▪ 국방·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광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 확대
▪ 레이저 개발은 육해공 3군과 대형 무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美 해군은 수륙양용수송함(LPD) '폰스호'에 30kW 레이저무기체계를 배치하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 진행('14.9월)
* 美 공군은 B747 점보 여객기에 고출력 레이저빔을 장착하여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으로 R&D 진행 중(’15.4월)

▪ 기존산업(자동차, 의료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레이저 기술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으로 인식,
원천기술 개발에 총력
* ’98년 광과학기술로드맵 발간을 시작으로 광학 및 레이저 분야에 집중 지원
* 미국 국방성(DOD) ’14년도 전체 프로그램 중 고에너지 레이저 사업을 포함한 기초연구사업 별도 예산 책정(DOD ’14년도 총
예산의 3%인 1.48조원)

 국가차원에서 초고속 레이저 가공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R&D 기관들에 대한 투자 지속
▪ 정부-민간의 반도체 제조 기술 컨소시움(SEMATECH)을 결성하여 협력 연구 진행
* SEMATECH는 HP, IBM 등과 함께 고성능 반도체 개발 목적으로 알바니 나노테크센터(Albany Nanotech)를 구축, 매년 14억
달러 규모 연구개발 추진 중(’13.4월)

▪ 국립과학재단(NSF)는 초고속 레이저 가공 기술을 포함한 기초·응용과학 부분에 투자 진행
* ’14년 기준, 기초·응용과학분야 연구 관련 투자로 총 약 62억 달러 투자 진행(’12년 대비 9.2%↑)

 반도체 산업에 성장의 핵심동인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레이저 가공기술 도입
▪ 美국방부 정밀레이저 가공기술 프로젝트 지원(’94~’01)*을 통해 반도체 산업 성장 핵심동인의
레이저 가공기술 도입 본격화
* 美국방부 DARP(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는 ’94년부터 ’01년까지 산학연(약 24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수행

 ’미국혁신전략 개정안(’15.10월)’ 발표 이후 국가 주도의 레이저 개발 집중투자로 글로벌
성장의 발판 마련
* 미국혁신전략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했으며, 첫 발표(’09년) 이후 수정(’11년)을 거처 최종 개
정안 발표
* 美과학재단은 3개 대학으로 구성된 레이저-플라즈마 첨단가공 센터(CLPAM) 설치, 레이저 미세가공 및 용접 등의 연구 진행

 중국
▪ ’14년도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2,674억 위안
▪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레이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 지속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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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 경제국인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01년부터 ’11년까지 연평균 20.7%의 증가율)

▪ 레이저 포함 기초원천, 첨단제조업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설정하고, 제 13차 5개년 규획
발표(’16~’20년)
* 중성장 속도 기조 하에 레이저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질적 성장’을 강조

▪ 레이저 무기에 대응 가능한 방어용 레이저 기술개발 착수
* 무기 1대로 12km2 면적의 방어가 가능한 레이저 요격 시스템 ’저공위사(低空衛⼠)’ 개발(’14.1월)

 레이저의 응용분야를 크게 나누면 고출력 재료가공, 마이크로 가공, 마킹, 프린트 등 인쇄,
의료, 군사 및 보안, 센서 및 측정·평가 장비 등임
 레이저의 산업용 레이저 응용기술에 따른 시장 분야는 다양하나 본 사업에서의 주요 타겟
분야는 통신 및 OA용 시장 등을 제외한 가공분야이며, 레이저산업 분야에 기반기술 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아울러 동 기반기술은 가공용 레이저, 의료용 레이저 및
부분적으로 군사용 레이저 등에서도 응용되고 있음
 산업용 레이저 중 가공분야에 주로 이용되는 레이저는 Fiber 레이저, LPSSL·DPSSL·Thin-Disk
레이저, Diode 레이저 시스템, CO2 레이저, Excimer 레이저 이며, 레이저 발생기를 비롯한
기술적 성숙도가 필요한 부품 및 모듈은 현재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내
독자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주요한 레이저별 기술적 중요도는 아래와 같음
▪ Fiber 레이저 : 국내에서 수년전부터 외국제품을 벤치마킹하여 국산화를 시도하였으나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음 국내 기술로 CW는 가능하나 우수한 품질의 펄스출력 구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Fiber 레이저용 Fiber 제조기술은 국내에서 확립되지 못한 기술이며, 국산화
필요성이 매우 큰 기술임 Fiber 레이저는 현재 완제품을 수입하여 응용기기에 부착하고 있는 수준임
▪ DPSSL 등 : 고체레이저인 Nd:YAG 레이저의 발전된 형으로 분류 가능하며, 레이저 빔 발생을 위한
Crystal Rod와 파장변환용 Nonlinear Crystal (LDO, CLDO, KTP)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광원용
모듈은 국내에서 제작하여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출력 실현을 위한 Diode 배열기술 및
방열과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 Diode 레이저 시스템 : 국내 10W 이하의 Diode 패키징 기술은 수준급이며, 이 기술은 고출력
Diode의 패키징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추측됨 고출력 Diode 는 기술적인 수준으로
인해 국내생산품이 없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나, 고출력
다이오드 원천기술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요구되므로 핵심 원천부품소재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없이는 수준향상이 어려움
▪ CO2 레이저 : CO2 레이저는 국산화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시장경쟁력을 갖지 못하여 현재까지
레이저 발생기를 수입하여 대형가공기에 장착하고 있는 수준임 레이저 발생기용 전원장치는
국산화에 일부 성공하여 활용되고 있음
▪ Excimer 레이저 : 레이저 중에서 파장이 매우 짧아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레이저임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레이저로서 산업적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큰 레이저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레이저가 개발된 후 산업용에 가장 널리 활용된 레이저가 가스레이저인 CO2 레이저 및
고체레이저인 Nd:YAG 계열의 레이저였으며, 현재는 DPSSL 및 Fiber 레이저로 그 중심 위치가
옮겨가는 시점으로 동 레이저분야의 종합적인 기술개발은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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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레이저 기술의 개발 동향 ]

 자동차, 정밀기계 조선분야
▪ 자동차 분야는 레이저가 개발된 80년대부터 절단, 용접, 및 표면처리분야에 대한 응용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초기에는 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였음 현재 절단용
레이저와 용접용 레이저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종 두께의 철판용접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레이저 종류는 CO2에서 Nd-YAG 레이저를 거쳐 취급이 간편한 DPSSL과 Fiber 레이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표면처리는 흡기용 및 배기용 밸브 표면 열처리에 응용예가 있으며, 캠샤프트의 용융
및 급속냉각에 의한 경도강화용으로도 이용됨
▪ 정밀기계용으로는 주로 천공과 마킹에 이용되며, 고체레이저가 주로 사용하고 있음 특히 마킹에는
레이저가 우수한 공구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 조선분야는 디젤대형엔진의 실린더 내부 표면처리에 이용되고 있으며, 흡배기용 밸브의 클래딩에
레이저가 이용되고 있음

 반도체 및 정보통신
▪ 반도체 생산에서 레이저는 주로 리소그라피 및 마킹에 이용되고 있음 특히 마킹기는 국내업체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 정밀도에 따라
Excimer 레이저 및 고체레이저가
이용되며, 이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최근에 마킹용 레이저로 Fiber레이저가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음 웨이퍼 드릴링 및 절단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정보통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에 레이저가 이용되고 있으며, LCD 생산시 미세결함 제거를 위한 레이저
이용이 대표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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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및 생명공학
▪ 의료용으로는 수술시의 적외선 레이저 이용과 치료용 레이저가 대표적인 예이며, 피부질환
치료용레이저는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음 녹색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기 개발도
수년전부터 연구되고 있음 진단용 레이저로는 레이저 빔의 파장별 흡수도를 분석하여 영상화
시키는 분야로 국내에서도 연구 중임 의료분야에 레이저를 접목시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으나 이
역시 임상실험까지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임
▪

생명공학분야에 레이저는 정밀 비접촉 실험기기 혹은
이용가능하며 의료․바이오 분야로서 연구가 매우 활발함

반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 항공우주산업에서 레이저는 가공 및 측정에 이용되며, 정밀부품의 기지재료 특성변화를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무손상 가공이 가능함 측정분야는 항공분야 외에도 다양한 활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토목, 건축분야의 이용이 대표적이고, 센서와 결합하여 미세변위 측정 및 안전관리분야에도
이용되고 있음

 신소재산업
▪ 레이저를 이용하여 고온을 신속히 이용 가능한 분야이며, 극히 단시간 동안 레이저를 조사하여
용융시키거나, 결정면 변화 등의 효과를 이용하고 있음

 에너지산업
▪ 에너지 산업에서는 미세가공을 위해 이용되며, 연료전지 용접, 태양전지판 미세스크라이빙 등에
이용되고 있음

[ 주요 Power combiner 생산업체와 해당 제품 ]
산업분야

응용

파급효과

대표레이저 종류

자동차,
정밀기계, 조선

절단, 용접, 마킹,
천공, 열처리

- 고정밀 부품산업 고부가가치화
- 소량 다품종의 시장변화에 대응
- 기간산업 육성

CO2, Fiber Laser, DISK,
DPSSL

반도체 및
정보통신

반도체 리소그래피,
미세가공, 천공, 마킹

- 반도체분야 광정밀가공 도입
- 첨단분야 기술선도와 시장확대

Eximer, DPSSL, Fiber
Laser, Diode Laser

의료 및
생명공학

수술, 치료, 진단

- 고부가가치 의료기기분야 육성
- 진단치료 효율화

CO2, DPSSL,
Ti-Sapphire, Fiber Laser

항공우주산업

용접, 절단,
미세가공, 측정

- 특수 금속소재와 첨단부품 창출

Eximer, CO2, DPSSL,
Fiber Laser

신소재산업

신소재 개발, 합성

- 광학결정소재, 나노재료 등
첨단신소재 개발

Ti-Sapphire, Eximer,
Fiber Laser, DPSSL

에너지 산업

미세가공 및 절단

- 신재생 에너지 장비 국산화
- 태양전지 및 2차전지 분야 확대

Fiber Laser, DPSSL,
Diode Laser

* 자료 : KISTI, 2006년, <산업용 레이저기기>, 한국광기술원 일부 재구성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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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레이저 시장에서 상위 6개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이고, 기타 업체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Raycus는 중국에서 가장 큰 광섬유 레이저 제조 회사로 200 대
정도의 펄스 광섬유 레이저 및 500대 정도의 중, 고출력 CW 광섬유 레이저를 생산하고 이는 세계
광섬유 시장의 약 10%를 차지함

[ 레이저 핵심 공급 업체의 시장 점유율 ]

▪ 레이저 가공기 제작업체의 경우 레이저 발진기 제작업체와의 M&A를 통해 미세가공기 특성에
최적화된 레이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GSI는 2008년 7월에 10여 개의 레이저 발진기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Excel Technology Group을, 또한 JDSU는 수년 전에 DPSS 레이저 발진기 전문회사인 Lightwave를
M&A함
- (독일) Rofin-Sina는 2000년대 초반에 DPSS 레이저 발진기 기술을 보유한 Lee Laser를, Trumpf는
최근 광섬유 레이저 발진기 전문기업인 영국의 SPI를 M&A 하였음
▪ 미국의 경우 관련업체 대부분이 레이저 절단기와 용접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업체가
마킹기 및 레이저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238

레이저 및 응용

[ 미국 레이저 가공기 업체 & 생산품목 ]
업체명

레이저가공시스템
절단기

용접기

Acro Automation Systems

◎

◎

Amada America

◎

Baublys Control Laser
Coherent

◎

◎

EMAG L.L.C.

◎

ESAB Cutting System

◎

FANUC Robotics North America

◎

◎

Griffin Automation

◎

◎

Huffman

◎

◎

Lamb Technicon Body & Assembly

◎

◎

Lasercut

◎

LASERDYNE PRIMA

◎

Mazak

◎

Mazak Nissho Iwai

◎

Messer MG Systems & Wedding

◎

Motoman

◎

◎

Nuvonyx

◎

◎

Online

◎

PRC Laser

◎

Preco Industries

◎

Preco Laser Systems

◎

◎

Process Equipment

◎

◎

◎

레이저부품

◎

◎

◎

◎

◎

◎

◎

◎

◎
◎

◎
◎

PS Group

◎
◎
◎

Raycon

◎

◎

Rofin-Sinar

◎

◎

RWC

◎

Saginaw Machine Systems

◎

Strippit/LVD

마킹기

◎

◎

◎

Systems Engineering

◎

TRUMPF

◎

W.A.Whitne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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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및 러시아 등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의 레이저 시스템을 생산중임

[ 유럽의 레이저 가공기 제조업체 및 생산제품 ]
국가

업체명

생산제품

Spectrum Kobotic Systems

레이저 절단기

Profile 600

산업용 CO2 레이저 절단기

T.C. Technologies

레이저 절단, 용접, 천공, 마킹기

Electrox

레이저 마킹, 조각기

Edward Pryor & Son

레이저 마킹, 에칭, 조각기

Applied Laser Engineering

레이저 조각기

TRUMPF

레이저 절단기, 3D 용접기, 특수 용접기

Thyssem

TB 용접기, 특수 용접기

BKLT Laser system technik

레이저 절단기, 용접기

Lang

2D, 3D 레이저기기

Prima Industrie SpA

산업용 레이저 절단기, 용접기

Tube Tech Machinery

레이저 절단기

Laservall S.P.A.

레이저 마킹, 조각, 에칭기

Automator International S.r.l

레이저 마킹기

Laser Technology Center

레이저 절단기 마킹기, 천공기, 조각기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 일본의 경우 정밀 레이저 가공기기를 중심으로 미쓰비시전기 등이 생산하고 있음

[ 일본 레이저 가공기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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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생산제품

미쓰비시전기

레이저 절단, 용접, 천공

스미토모공업

레이저 절단, 용접, 천공 및 제거 공정

아마다

레이저 절단, 용접 , 천공기기

야마자키마작

평판 절단, 천공, 파이프 자동절단

일본 레이저

레이저 트리밍기, 마킹, 조각, 금속박막용접 및 금속경화, 미세천공

일본전기

레이저 마킹, 트리밍, 용접, 절단

히다치 정공

레이저 절단, 용접

레이저 및 응용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국내 산업용 레이저 시장의 구조는 국내업체가 발진기 모듈 및 핵심 부품을 해외
전문업체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시스템화하여 납품하는 경우와 해외 전문업체의
국내 법인이 직판하고 있음
▪ 1,000여개의 레이저 관련 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으로는 LIG넥스원, 한화가 있고, 중견기업으로
이오테크닉스, 한빛레이저 등이 있으며 이외의 약 9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어, 전체 1,000여개의
산업용 레이저 관련 업체가 있음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에서 조사한 과학기술예측조사에 의하면, 레이저 기술에 대한
주요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44.5%정도로 전체 산업평균인 47.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국내의 레이저의 개발 및 응용은 1976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출력 CO2 레이저의 경우 LG전선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는 하나기술이 기술력을 이어가고 있고, Nd:YAG 레이저의 경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빛레이저 등에서 사업화를 하였음
 레이저 가공용 시스템으로는 처음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한광 등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레이저 마킹기는 이오테크닉스, 한올레이저가 레이저 용접 및 천공기는 하나기술이 처음
사업화를 시작하였음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들은 기술경쟁력 확보가 쉽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주
타겟으로 삼아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고 있음
 레이저 관련 기업의 생산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핵심 부품이나 모듈을 만드는 기업은
국내기업으로는 범위를 확대하여도 50여개 기업이 해당하고 그 외는 규모가 큰 기업은 핵심
모듈이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기를 조립하는 형태의 제조를 하고 있음 이외의
소규모 기업의 대부분은 부재료에 대한 공급 등이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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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 관련 부품에서부터 가공, 의료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필요한
레이저기술 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레이저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분야 ]
기관

지원 센터명

연구분야
- 산업용 레이저 조기 산업화 지원 인프라 기반 구축을 비롯해 산업용
레이저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용 레이저 국산화

한국광기술원

레이저연구센터

핵심 애로기술 개발 및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및 신뢰성 지원, 시험․분석․평가, 레이저 전문 인력양성,
종합정보채널 구축 등 국가 레이저 산업을 주도하는 통합형 사업 추진

고등광기술연구소

펨토초 레이저센터

- 기업지원용 펨토초 레이저 및 공정 기술개발, 펨토 융합기술 관련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펨토 융합기술산업화 기반 구축

- 차세대의료기기(레이저 진단기기, 레이저 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육성
지원
- 전문인력양성, 전략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 레이저 산업 육성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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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자원
 가공시스템 업계와 학계 및 연구계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레이저 응용 소재
가공기술 및 가공시스템 분야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정부 R&D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국내 레이저 응용 소재 가공시스템 산업이 도약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인 핵심 요소기술의
수입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DPSS UV 레이저 개발, 가공시스템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레이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산업부 주도 하에 부처별 차원으로 추진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 대부분을 KIAT를 전담기관으로 레이저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인프라 기반의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 (부산,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
가공기술 기반의 산업화 지원
▪ (대구,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 가공 산업기반구축 사업) 차세대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집중 지원
▪ (전남,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광주·호남권을 중심으로 차세대 레이저
가공시스템을 활용한 응용분야 지원
▪ (광주, 산업용레이저핵심부품모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레이저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공유 지원

 기존의 레이저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레이저 자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응용분야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는데 치중한 결과 산업용 레이저 자체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였음
 레이저 산업 정부 지원은 산업부 주도 하에 부처별 차원으로 추진
▪ 레이저 관련 사업은 산업부 산하 KEIT(3개), KIAT(2개), 보건복지부 산하 KHIDI(1개)에서 집중
지원(’16년 기준)
▪ 정부 주도 중소기업 지원 레이저 센터*를 구축·활용하여 산·학·연 서비스 제공
* 마이크로레이저융합연구센터(대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전남),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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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현황 ]
No

부처

전담
기관

1
2

KEIT

3
4

R&D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15~계속)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09~계속)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07~계속)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12~’17)

산업부

5

사업명

KIAT

6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

▪

▪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사업 (’12~’16)

▪

⊙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11~’15)

▪

⊙

7

과기정통부

기관
고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11~’15)

8

보건
복지부

KHIDI

레이저 의료기기 기업 지원사업 (’16~계속)

▪

⊙

 (R&D 사업) 한 개의 사업만이 레이저 기술개발 범위를 한정하여 지원, 그 외 사업은 全산업
대상의 일반적인 기술개발 지원 형태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수입 의존형 레이저 부품·모듈 분야에서 해외 선진기관·기업과의 공동
글로벌 기술개발* 지원
* 산업용 레이저 여기용 12W이상 레이저 다이오드, 2kW 연속광 출력 광섬유 레이저 엔진, 고출력 나노초이하 >mJ 펄스 레이
저용 부품, 초미세가공용 40W급 펨토초 레이저 엔진개발
* 정부지원금 : (’15년 신규) 총 26.2억원, 과제당 10.0억원/년(3년 이내)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LED/광 분야 중 일부로 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차세대 레이저 산업 기술개발 지원
* 정부지원금 : (’15년) 82억원(레이저 분야, 8.6%))/총 952.35억원
* LED/광 분야 지원 경쟁률(신규) : (’12년)1.66:1, (’13년)2.5:1, (’14년)3.67:1, 매년 48.7%▴

 (인프라 구축 사업) 대부분 KIAT를 전담기관으로 레이저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인프라
기반의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 (부산,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
가공기술 기반의 산업화 지원
* 지원내용 : 장비구축, 인력양성, 표준활동, R&D보급 및 확산 등
* 정부지원금 : (’14년) 26.5억원 → (’15년) 59.9억원 (’14년 대비 약126.1% 예산▴)

▪ (대구,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 가공 산업기반구축 사업) 차세대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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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센터건립, 장비구축,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정부지원금 : (’15년) 48.8억원 → (’16년) 40.0억원(계획) (’15년 대비 약122.0% 예산▴)

▪ (전남,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광주·호남권을 중심으로 차세대 레이저
가공시스템을 활용한 응용분야 지원
* 지원내용 : 센터 건립, 장비구축, R&D, 기업지원 등
* 정부지원금 : (’14년) 42.5억원 → (’15년) 51.8억원 (’14년 대비 약121.8% 예산▴)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핵심소재경쟁력강화 및 융복합소재부품개발의 일부분으로 레이저 관련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 레이저 산업 전반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단독 진행되는 사업은 없으며,
지역 거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원되는 형태
▪ (부산,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레이저 장비 활용, 현장 밀착·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 지원예산 : (’15년) 3억원

▪ (대구, 레이저응용기술센터)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진행
* 현장인력 Skill-up 교육프로그램, 레이저 응용·의료기기 시험 인증 교육 프로그램, 고가장비 활용 교육 등
* 지원예산 : (’12년)3억원 → (’13년) 0.8억원 (’12년 대비 약73%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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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레이저 부품 및 모듈 분야
[ 레이저 부품 및 모듈 분야 기술개발현황 ]
항목

DPSSL 모듈

Fiber
레이저 모듈

고출력 LD

특수 광섬유
기술

레이저
광학부품

중적외선
레이저
내구성
향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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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소속

전문가

직위

기술개발현황

하나기술

김도열

대표

50W 급 DPSSL (1060nm), 20W (532nm)

레이저앤피직스

한기관

대표

50W 급 DPSSL (1060nm), 20W (532nm),
5W(355nm)

무리기술

박도헌

대표

5mJ급 eye-safe DPSSL (1054nm)

이오테크닉스

김남성

이사

100W CW Laser, 10W Pulsed Laser

IPG Korea

한유희

대표

kW급 CW, Pulse Fiber-Laser

KOPTI

한수욱

박사

>100W CW Laser, 수십 W Pulsed Laser, 기반기술

KIST

이상배

박사

100W CW Laser

ETRI

서홍석

박사

2um Fiber Laser

KITECH

정훈

박사

>100W Fiber Laser, 수십 W pulsed laser

QSI

김태경

부사장

6xx∼9xxnm LD

GIST

이용탁

교수

970nm LD

KIST

한일기
송진동

박사

1550nm, 장파장 LD

KOPTI

송영호 김정호
김두근

박사

850~980nm VCSEL, 1310, 1550nm LD

이오테크닉스

임성은

상무

9xxnm Pump LD 패키징

GIST

정영주
한원택

교수

Yb-doped Fiber

서울대학교

정윤찬

교수

KW급 레이저용 특수 파이버

KOPTI

김윤현

박사

Rare-Earth-doped Fiber 및 광섬유 측정기술

KAIST

김병윤

교수

Acousto-optic Fiber

POSTECH

허 종

교수

NonLinear Fiber

KOPTI

임영은

박사

High Power Fiber용 부품

LSTECH

김선주

박사

Fiber Pump Combiner

연세대

오경환

교수

Fiber Device for Laser

ETRI

임영완

박사

QCL 레이저

영남대

신재철

교수

QCL 레이저

경희대

유재수

교수

QCL 레이저

한국전광

김기호

박사

레이저 및 정밀광학기기용 렌즈. 거울

코셋

강승구

박사

Fiber Coupled 소자 내구성 및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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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레이저 및 응용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고출력 레이저 엔진 구성을 위한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 격자 모듈 기술,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휴대용 플라즈마 클리닝 장비, 면발광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기술 및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위한
신호빔을 광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조 또는 패키징 기술이 포함됨
[ 레이저 및 응용 기술 분야 요소기술 ]
요소기술

코드

설명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A

고출력 레이저 엔진 구성을 위한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
격자 모듈 기술

광섬유 격자 기술

B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위한 신호 빔을 광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조 또는 패키징 기술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C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한 이득매질용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기술
FPCB 및 MPCB 등 다양한 분야의 PCB제작에서 다층
PCB 제작 시 기계적 결합을 위한 홀가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홀가공을 용이하게 하여 후방
산업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전파하기 위한 기술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휴대용 플라즈마 클리닝
장비로서, 항공기 및 전자&IT산업에서의 클리닝 장비로써
피가공물의 표면에 기계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클리닝을 함으로써 금형 및 제품의 제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
4차산업혁명에 적용되는 융합 시스템의 상황인식을 위한
이미지 카메라용 고출력 면발광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D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E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F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G

스마트폰, 로봇/자동차용 라임등에 적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광원과 마이크로 광학계를 일체화하기 위한
광모듈 패키징 기술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H

kW급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한 이득매질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I

고정밀 안면인식, 라임등의 적용을 위한 레이저, 센서,
광학계를 포함하는 카메라 모듈 기술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J

수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위한 신호 빔을
광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조 또는 패키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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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레이저 및 응용 기술 분야의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 레이저 및 응용 기술 분야 국가별 요소기술 특허건수 ]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A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26

38

62

9

2

137

B

광섬유 격자 기술

29

23

34

3

4

93

C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26

33

51

7

3

120

D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150

225

90

76

117

658

E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124

327

137

100

83

771

F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61

251

56

66

60

494

G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101

392

178

132

116

919

H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26

33

51

7

3

120

I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135

70

59

39

37

340

J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14

19

30

0

0

63

692

1,411

748

439

425

3,715

합계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일본, 유럽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한국국적의 출원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광섬유 격자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국적, 미국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정밀 PCB 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국적, 일본국적, 유럽국적의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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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국적, 한국국적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 일본국적, 유럽국적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국적, 미국국적, 한국국적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국적, 일본국적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국적의 출원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국적, 한국국적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D) 및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I) 분양의 출원 비중이 상대저긍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E),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F) 및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G)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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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하게
출원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유사하게 비교적 꾸준하게 출원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국적의 출원인의 특허출원량은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E) 분야,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G) 분야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외국국적의 출원인의 특허출원량은 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E) 분야,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F) 및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G) 분야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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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분야 및 광섬유 격자 기술
분야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고출력 적외서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분야 및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분야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광섬유 격자 기술,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기술,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및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분야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고출력 적외서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및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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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19를 상회하는 국가로는 미국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일본 및 미국임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한국은 질적 수준 및 시장성은 낮은 국가 쪽으로
조사됨
▪ 유럽은 시장력 면에선 타국가에 비해 다소 높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는 시장력은 낮으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국의 시장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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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EU

439

1.170843

0.661765

JP

748

1.054813

5.535714

KR

692

1.054913

0.147059

US

1411

1.346563

3.95493

전체평균

822.5

1.19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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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부품 및 가공 장비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레이저 부품 및 가공 장비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빅테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및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로 타나나고 있음
▪ 광섬유 격자 기술 분야 및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A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

B

광섬유 격자 기술

◯

C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

D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

E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

F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

G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

H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

I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

J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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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요소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모든 경로가 환경에 안정적인 편광 유지 광섬유로 이루어져 장기간

A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B

광섬유 격자 기술

C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D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E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F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G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 레이저 펄스의 분산을 조절함으로써 가공깊이를 제어하는 기술

H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 단일 편광 광섬유 레이저 생성 장치

I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해저터널 라이닝 변위 및 변상

J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안정성을 갖는 포화흡수체 기반의 전-편광 유지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출력할 수 있는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공진기 및 이를 포함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장치
•중적외선의 극초단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벌크 광학계가 아닌 광섬유
기반의 광학계 기술
• 가스 방전 레이저로부터의 장파장 적외선 방사를 사용하고, PCB를
레이저 천공 하는 기술
• 레이저 솔더링 수선 공정 및 이를 포함하는 레이저 솔더링 공정 및
레이저 솔더링 시스템에

• 기계적인 변화에 따라 파장을 변경하는 광결정 구조 레이저

자동측정장치

• 광섬유와 결합된 복층 단차 배열 구조의 레이져 다이오드 모듈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은 전 기술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및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은 이오테크닉스 및 크레모텍 등이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분야는 모든 경로가 환경에 안정적인 편광 유지 광섬유로 이루어져
장기간 안정성을 갖는 포화흡수체 기반의 전-편광 유지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에 관한 연구개발이
되고 있음
▪ 광섬유 격자 기술 분야는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출력할 수 있는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공진기 및 이를 포함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장치 제어하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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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분야는 가스 방전 레이저로부터의 장파장 적외선
방사를 사용하고, PCB를 레이저 천공 하는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이 되고 있음
▪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기술 분야는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전력
공급 현황 및 전력 소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각 장치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레이저 부품 및 가공 장비의 공백기술 분야는 광섬유 격자 기술 분야 및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분야로 타나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등이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및 마이크로 광학게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활동도
나타나고 있음
▪ 공백기술 분야는 원천성에 가까운 기술 분야로 판단되며,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완 후 응용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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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요소기술
A

B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광섬유 격자 기술

C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D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E

기술집중도
◔

◯

◔

●

●

주요출원인

•공공연구기관 중심

•Honeywell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하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 중심

•Fujikura
•한국과학기술원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G

H

I

J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 중심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중심

•코닝

•이오테크닉, 하드램,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Sumitomo
•Applied Materials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중심

•DISCO

•이오테크닉스, 아이엠티,

•AGFA-GEVAERT

•Applied Optoelectronics
•KLA-Tencor
•Fujikura

◔

광주과학기술원 등

•Panasonic
•Applied Materials

•Daylight Solutions
•IMRA America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하대학교

•Fujikura

•United Technologies
•Eastman Kodak
F

국내 특허동향

•Fujikura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대기업중심
•삼성전자, 한화탈레스 등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중심
•크레모텍, 한국과학기술원 등
•공공연구기관 중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과학기술원 등

•Panasonic
•RICO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중심

•KLA-Tencor

•디에스티시스템, 한국기계연구원

•크레모텍
•Fujikura
•Furukawa
•AMADA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중심
•광주과학기술원, 삼성탈레스 등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분야는 일본국적의 Fujikura, 미국국적의 Honeywell 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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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 격자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광섬유 격자 기술 분야는 일본국적의 Fujikura, 그 다음으로 한국국적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출원이
높게 나타나며, 국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분야는 일본국적의 Fujikura
출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및 한국국적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분야는 미국국적의 Applied Materials, 코닝의
출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경우, 이오테크닉, 하드램 등의 기업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의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분야는 미국국적의 Applied Materials, 코닝 및 일본국적의 DISCO 가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이오테크닉스, 아이엠티 등의 기업이 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과원 기술 분야는 미국국적의 Eastman Kodak 및 벨기에 국적의
AGFA-GEVAERT가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경우 삼성전자 및 한화탈레스 등
대기업의 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분야는 미국국적의 IMRA America 가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경우 크레모텍의 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분야는 일본국적의 Fujikura, Panasonic 및 한국국적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분야는 일본국적의 RICO 및
KLA-Tencor의 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국적의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분야는 일본국적의 Fujikura 및 Furukawa가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경우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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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레이저 및 응용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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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광섬유 격자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미세패턴 가공용 광원 및 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레이저를 이용한 균평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레이저 기반 고출력 프로젝터 핵심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반도체 레이저 기반 디지털 히팅 시스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kW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 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출력 kW급 CW 광섬유 레이저 광학엔진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출력 레이저 웰딩 및 미세패턴 가공용 광원 및 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광섬유 기반 전력전송시스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레이저 조명장치 원거리 영상 보안 시스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레이저 및 응용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품목별 전문가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요소기술 분류

•전문가 추천

조정 재정의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 기술
선정평가

•평과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 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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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 리스트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핵심요소기술 선정
[ 레이저 및 응용 분야 핵심요소기술 ]
분류

핵심 부품

핵심기술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고출력 레이저 엔진 구성을 위한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 격자
모듈 기술

광섬유 격자 기술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위한 신호 빔을 광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조 또는 패키징 기술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한 이득매질용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기술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수kW급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위한 신호 빔을 광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조 또는 패키징 기술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레이저
광원 모듈

kW급 고출력 레이저 발진 위한 이득매질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FPCB 및 MPCB 등 다양한 분야의 PCB제작에서 다층 PCB 제작
시 기계적 결합을 위한 홀가공을 용이하게 하여 후방 산업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전파하기 위한 기술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4차산업혁명에 적용되는 융합 시스템의 상황인식을 위한 이미지
카메라용 고출력 면발광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고정밀 안면인식, 라임 등의 적용을 위한 레이저, 센서, 광학계를
포함하는 카메라 모듈 기술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휴대용 플라즈마 클리닝 장비로서, 항공기
및 전자&IT산업에서 클리닝 장비로써 피가공물 표면에 기계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클리닝을 함으로써 금형 및 제품
제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스마트폰, 로봇/자동차용 라임등에 적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광원과
마이크로 광학계를 일체화하기 위한 광모듈 패키징 기술

레이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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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DPSSL 패키징, Fiber 레이저 소재 및 모듈 패키징, 레이저 내구성 향상 기술, 고출력 레이저
관련 부품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용 레이저 응용 시장 대응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출력 레이저칩 개발
[ 레이저 및 응용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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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기술개발 로드맵

[ 레이저 및 응용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

고출력/고품질 레이저 빔 개발 및 양산

레이저 및 응용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광섬유 격자 제조 및
패키징 기술
기능성 특수 광섬유 및
소재 제조 기술

레이저 핵심 부품 국산화로 기술
경쟁력 확보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치
및 신호 빔 결합 기술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모듈
기술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모듈 기술

레이저 광원 모듈의 기술 최적화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레이저 표면 크리닝을 위한
광원 시스템 적용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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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응용 분야 광원 및 장비
국산화

레이저 및 응용

※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고출력 레이저 빔 스위칭
기술
광섬유 격자 기술
특수 광섬유 소재 및
제조 기술
미세패턴 가공용 광원 및
가공기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균평
기술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레이저 기반 고출력
프로젝터 핵심 기술
고출력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 광원 기술
마이크로 광학계 집적형
레이저 어레이 광원
패키징 기술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제조 기술
삼차원 상황 인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광학 모듈
기술
반도체 레이저 기반
디지털 히팅 시스템 기술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레이저용 신호 빔 결합
기술
kW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 모듈 기술
고출력 kW급 CW
광섬유 레이저 광학엔진
기술
고출력 레이저 웰딩 및
미세패턴 가공용 광원 및
가공기술
광섬유 기반
전력전송시스템 기술
레이저 조명장치 원거리
영상 보안 시스템 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8.4

8.1

8.9

8

33.4

선정

8.4

7.8

7.8

8.6

33.0

선정

8.2

8.2

8.3

8.2

32.9

선정

7.6

7.8

7.8

7.6

30.8

8.3

8.2

8.4

8.2

33.1

6.4

8

8.4

7.6

30.4

7.8

8.4

7.4

8

31.6

7.6

8.4

7.2

7.4

30.6

8.8

8.3

8.5

8

33.6

선정

8.4

8.6

8.4

8.4

33.8

선정

8.2

8.2

7.7

8.2

32.5

선정

8.2

8.5

9

8.3

34.0

선정

6.6

7.2

7.4

7.6

28.8

6.8

8.3

8.8

7.6

31.5

7.2

7

6.8

7.6

28.6

6.6

7.8

7.2

7.2

28.8

7.4

7.4

7.4

7.4

29.6

7

6.5

7

7.8

28.3

8

8

7.4

7.2

30.6

선정

선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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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조명시스템

융합조명시스템
정의 및 범위
▪ 융합조명시스템은 LED, OLED, 레이저 등의 친환경 인공 광원과 첨단 기술(IT, BT, NT, CT 등)을
융합하여 수송기기,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 농수산, 지능형 정보가전 등 “일반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조명기기 및 시스템”을 의미
▪ 융합조명시스템 기술은 초소형, 고효율, 광량 및 스펙트럼 제어 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신광원

(LED, 마이크로 LED 등)을 활용하여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수송기기, 의료/바이오, 농수산,
정보가전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합하도록 소형화, 디지털화, 고성능화, 다기능화, 스마트화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융합조명 분야에 대한 세계시장은 ’17년
209억 달러에서 약 15%의 높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어 ’23년 483억 달러로 예상
•(국내) 융합조명 국내 시장규모는 ’18년 약 3.6조 원
시장규모에서 ’23년 7.1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

•국내 산업체의 강점인 IT, 수송기기산업 등과 연관
관계를 맺고 있음
•융합 연계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 중심인
중소기업형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가능

정책 동향

기술 동향

•한국광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센터 설립
운영하여 각 융합분야에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진행
•『LED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을 통해 LED융합 산업
글로벌 선두권 진입 추진 방안 및 정부 정책 도출
•『광융합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융합조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센서기술과 융합된 적외선
LED 기술 개발 활발히 진행
•LED 파장별 치료 분야 연구개발 가속화
•안전운전을 위한 적응형 전조등 기술 개발 가속화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 추진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해외) Trumpf, OSRAM, Phillips, NICHIA, Caliber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수송기기용 조명 기술

•(중소기업) 서울반도체, 루멘스, 금호전기, 말타니,
알토, 대한전광, 금호HT, 대양전기공업, 중외메티칼,
유양디엔유

•광학엔진 기술

•LED-수산양식 융합기술
•의료 융합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제4차 산업혁명 연계와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등 수요자 요구와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
창출 융합조명 아이템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융합조명 新비즈니스 시장 선도
➜ IoT, 수송기기,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융합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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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융합조명시스템이란 조명제품 중 수송기기, 디스플레이,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농수산,
전자가전, 관광산업 융합형 제품과 같이 일반조명 이외의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일반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용 부품/기기/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초소형, 고효율, 광량 및
스펙트럼 제어 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신광원 (LED 등)을 활용하여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수송기기, 의료/바이오, 농수산, 정보가전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합하도록
소형화, 디지털화, 고성능화, 다기능화, 스마트화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
▪ 융합조명시스템 기술은 조명 기술이 고효율 에너지절감, 고해상도 시인성 향상, 조명 및 상황 인지, 타
분야와의 통합시스템, 고품격 디자인, 인간 친화적 센서, 통신, 네트워크 제어, 광 반응학 등과 융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 산업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바이오, 디스플레이(AR/VR 등) 등에 적용되는 기술
▪ 인공지능적 감성 ․ 테라피 ․ 가시광 통신, 빛공해 예방과 자연광 환경의 실현, 디스플레이+조명+디
자인 융합, 인류의 건강 및 식량 문제 해결, 스마트 시티 친환경․에너지 절감, 빛을 이용한 4차산업
형 신제품 제조 등 21세기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임
▪ 융합조명시장은 IT, BT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한 LED 및 OLED 사용
급증, 다양한 기술 및 제품에 융합한 신시장 창출로 인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대중소기업 협력 산업

[ 융합조명시스템의 정의 및 기본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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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LED/OLED 광원은 광변환 효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긴 수명, 친환경, 빠른 응답속도,
디자인 융통성 등이 뛰어나 기존의 광원들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광원들의 디지털화, 소형화, 다기능화 등의 특성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인공지능
자동차, 식물공장, 내시경 등 의료, 살균 등 환경 등 새로운 융합조명 신시장을 창출함
▪ LED/OLED 광원과 같은 새로운 광원의 광변환 효율과 관련 부수 기술력은 급격히 개선, 공급 또한
충분해짐에 따라 조명용 광원으로서의 가격 및 성능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고가, 고출력, 소형, 고연색성 및 색변환 광원을 활용하여 구현되었던 융합 조명의 광원부를
LED/OLED 광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미래의 빛 환경은 시스템의 Interactive화, 고도화된 IoT기반의 스마트기능화에서 지능화된 고품질
프리미엄급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사회 약자배려 중심의 신시장 수요에 대응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빛 환경 제공이 요구되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다양한 융합 시장 성장 기대
▪ 특히 LED/OLED 광원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IT, CT, BT 기술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그 응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융합조명 시스템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으며 기존의 융합조명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융합조명 제품의
다양한 성능 및 특성과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융합조명 제품과 업체는 시장
주도권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상
▪ 가시광선 영역뿐만 아니라 자외선 및 적외선, 테라헤르쯔와 같은 가시광선외의 광 파장에서의
다양한 특성 및 성능(온열, 열 감지, 살균, 노광, 물체인식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융복합 사업임
▪ 이 분야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이며,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및 시장 선점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국내외 표준 및 인증이 구축되어야만 시장 활성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산학연관의 협력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필수

[ 융합조명시스템의 진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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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단일 제품의 형태도 가능하나 대부분 BLU, 전조등과 같이 각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부품 모듈
혹은 완성품의 형태로 설계/제조하여 공급하는 밸루체인이 형성되고, 경우에 따라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이나 차별화 정책을 내세우고자 무대조명, 의료용 조명,
디지털사이니지 등과 같이 조명기기와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 형태로 공급
▪ 융합조명시스템은 가시광선이외에 의료와 경화 장치 등에 사용되는 자외선(UV)와 의료와 통신 등에
사용되는 적외선(IR) 등 다양한 파장을 발생시키는 LED 광원 및 OLED 패널, 레이저 등이 기반
되어야 하며, 다양한 응용분야에 융합하기 위해서는 센서, 통신, 네트워크 등의 관련 부품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LED 제품의 제조 공정은 에피성장, 칩생산 등의 반도체 생산 공정과 이를 이용하여 최소 단위의
광원 부품을 제작하는 패키징, 광원 모듈화 공정 그리고 조명기구 자체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공정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명제어시스템 구축 공정 등 다양한 공정들이 융복합
되어있는 형태

 융합조명기기는 수송기기, 정보,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융합 분야에
적합한 파장과 광량을 갖는 광원을 채용하여 용도에 맞게 배광, 빛 제어, 성능 및 기능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를 실시하고 제조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차량용
전장조명, 의료 및 농·생명용 조명, 미세먼지 및 환경 개선 융합조명, 정보 및 디스플레이
조명 등이 있음
 융합조명제어시스템은 광원, 센서 등 융합조명부품에 대한 광량, 스펙트럼, 점멸, 정밀도 등을
용도 및 상황에 따라서 제어하는 기술을 말하며, 최근에는 IT 및 IoT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여 관련 융합분야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되고 있음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 제품분류 기술범위 ]
제품분류
융합조명부품

융합조명
시스템

•LED광원/OLED패널(가시광선, UV, IR 등), 제어모듈, 광학/방열/제어/회로
부품, BLU, 통신 및 ICT 부품 등

•전조등, 후미등, 차량실내등, 무대조명, 소형프로젝터, 식물생장용등, 의료용
융합조명기기

조명, 미세먼지 및 환경 개선 융합조명, 안전조명, 플럭시블 및 웨어러블
융합조명, 증강현실 적용 조명 등

조명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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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조명 제어시스템 및 SW, 디지털사이니지 제어시스템, 미디어파사드,
가시광통신 제어시스템, 식물생장용 조명제어시스템, 리라이팅제어시스템 등

융합조명시스템

(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융합광원 및 융합부품소재 → 융합기기 및 시스템 → 설치, 유지보수 → 수요기업까지
Supply Chain 산업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융합 제품의 기능성 및 기술 경쟁력,
브랜드/네트워크 능력, 가성비, 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 서비스 플랫폼 등의 확보가 성능 및
서비스 위주의 시장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관련 산업 중 전방산업인 소재 및 광원과 관련한 산업들은 해외 주요 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
편이나,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원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기에 융합조명 시스템 관련 업체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임
▪ 특히 가시광선 외에 UV, IR, 테라헤르쯔 등 다양한 파장을 발생하기 위한 LED, OLED, 레이저 등
반도체광원 제조 및 공정 장비와 다양한 센서 및 통신 네트워크 관련 부품은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며, 관련 브랜드를 활용 가능
[ 융합조명시스템(LED융합조명)의 Supply Chain ]

 융합조명시스템은 다양한 전후방산업과 연계 조명융합 제품 제조뿐만 아니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상품 기획, 인증 및 효과 분석,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등 전 단계에서의 솔루션 확보가
시장 점유에 중요한 요소이며,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 제공
▪ 조명 및 수요산업과 연동하여 부가적인 성능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횡적 기술 결합을 통한
새로운 컨텐츠와 신개념 아이템 창출이 중요한 요소하며, 수요기업과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산업임
▪ LED 등 광원 및 조명 성능과 기능의 급격한 향상은 조명융합제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수요자의 요구대응 상품 기획 및 개발, 인증 및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지속적인 편의성 및 호환성 고객 서비스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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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및 후방 산업 모두에 국가 주력 및 첨단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준이며, 융합조명 분야는 다양한 융합분야에 다기능 신광원을 채용하는 시장 진입
단계로 대부분 소량 다품종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방산업은 대기업 및 글로벌 선진사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전자가전, 의료,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의료, 바이오,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스마트기기 등 미래 첨단산업이 존재
▪ 후방산업으로는 기판, 방열 및 광학부품, 구동 및 제어회로 등 원부자재 산업과 LED, OLED 등
반도체광원을 제조하는 장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IT 산업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특히 최근에 정보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플럭시블 조명 등에 마이크로LED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으로 마이크로LED 광원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및 솔루션 기술개발이 필요

 융합조명은 LED 소자, 패키지 등 광원, 조명기구, 조명시스템까지 복잡한 산업적 Supply
Chain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위해서는 산업적 기술적 Supply Chain
Solution을 확보해야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매우 필요함
▪ 조명기구의 1:1 교체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과 융합 연계 시스템화로 진행되면서 전방산업의 대기업
및 수요기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여 전방산업별 강소기업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함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융합조명시스템

전방산업

Flexible/Transparent 기판,
방열소재 및 부품,
렌즈설계 및 가공, SMPS,
Driver, 센서, 통신 및 네트워크
부품 등

LED광원, OLED조명 패널, 전조등,
후미등, 차량용실내조명, 내시경,
무대조명, 제어시스템,
품질검사/측정 장비, 네트워크 장비,
가전용 조명모듈 등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 TV,
증강현실,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가전, 자동차, 조선,
의료, 농수산업, 군사,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 형태는 B2B와 B2C 모두 존재하나 B2B(선주, 조선사, 의료기관 등)와 B2G(공공기관
등)이 대부분이고, 수요자에 대한 니즈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 LED융합 제품은 사용 환경 및 수요자에 따른 요구사항을 기능적 성능적 서비스적 특성이 명확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제품이나 품목이라도 사양이나 특성이 매우 달라져야 하는 개인
및 수요자 맞춤형 산업이며 동반 네트워크 협력 산업임
▪ 따라서 조명융합은 독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산업 및 기술을 융합하여 수요자 및
수요기업의 요구를 만족해야 하는 산업적인 구조로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 및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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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분류
 융합조명시스템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수송기기, 정보디스플레이, 농수산, 의료/바이오/환경,
무선통신/ICT, 관광융합 등으로 분류하며, LED 등 다양한 파장 및 디지털 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신제품 창출 및 기술 선점 분야임
▪ 수송기기 융합 조명분야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분야에 적용되는 조명 의미하며 최근
자율주행차 및 전기자동차의 발전으로 이와 연계한 센서·통신 기술을 활용한 인지형 LED 전조등,
HUD(Haed-Up Display) 등 자동차 실내외 조명 포함
▪ 정보디스플레이 융합 조명분야의 대표적인 상품은 TV, 커브드 디스플레이, 모니터, 3D TV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등과 같이 대면적/플렉스블/3D 구현 디스플레이형 광원을 포함하는
기술을 의미
▪ 무선통신/ICT 융합 조명분야는 가시광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과 같이 일반조명
혹은 차량용 조명에 모듈화되어 가시광통신을 적용한 부품 혹은 시스템과, 교통시스템(ITS)와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또는 IoT와 연계한 스마트홈 융합 조명, 다양한 환경 및 상황 센싱을 통한
융합조명 등 시스템 분야를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반도체/통신 부품 및 제조공정도 포함됨
▪ 의료/바이오/환경 융합 조명분야는 수술 및 치료를 위한 무영등, 살균 및 멸균을 위한 UV시스템,
내과 검사를 위한 내시경, 수술용 무영등, 치과 진료 등, 감성이나 감정을 조절하는데 활용하는
조명, 미세먼지 및 공기정화용 융합조명 등을 포함
▪ 농수산 융합 조명분야의 대표적인 조명은 실내에서 식물을 생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식물의
종류에 따라 광원을 제어하여 이들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농업 분야와, 집어등, 생태학적
환경오염 방제, 어류 및 어패류 생식 등 수산 분야를 포함
▪ 문화/관광 융합 조명분야는 무대조명, 미디어 파사드, 디지털 사이니지, 프로젝션 매핑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조명을 의미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 제품분류 기술범위 ]
전략제품

융합조명
시스템

용도

세부기술

수송기기 융합 조명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실내외 조명(전조등, 후미등, 차량실내등 등)과
관련한 신호등기구(신호등, 등명기, 항공장애등 등)

정보 디스플레이 융합
조명

LED/OLED TV, 커브드 디스플레이, 모니터, 3D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플럭시블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구현 조명 및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등

농수산 융합 조명
의료/바이오/환경 융합
조명
무선통신/ICT 융합 조명
문화/관광 융합 조명
(엔터테인먼트)

식물생장용 조명, 집어등, 농수산용 조명 제어시스템 등
테라피, 피부진단치료, 수술등, 내시경, 살균 및 멸균용 조명,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향상 조명, 무영등, 치과 진료등 등
가시광 통신, ITS 연계 교통안전시스템,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 연계
융합조명, IoT 융합조명, 환경 센싱 및 통신 융합조명 등
무대조명, 미디어파사드, 디지털사이니지, 관련 콘텐츠 저작 및 제어 SW,
조명 아트, 전시관 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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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현재 조명 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일반 조명 분야이나, 전통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정보가전과 자동차 산업이 관련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융합조명
관련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은 비교적 유리한 편이고 제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는
수송기기, 의료, 바이오 등의 융합조명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는 산업임
▪ LED 융합조명은 사이니지, 문자 전광판, Full 칼라 전광판 등의 정보표시 제품으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휴대전화의 key pad 적용과 각종 LCD 디스플레이의 모니터, LCD TV의 back light
unit의 적용으로 우리나라 LED 산업을 세계일류 산업으로 입지하게 한 바 있음
▪ 한국의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산업 등은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내 산업체에 융합조명 부품 및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해외 경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
▪ 정보전자, 자동차, 선박, 가전, 의료 등 수요 전방산업은 대기업 주도로 진행하는 산업이며, 다양한
조명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하여 최종 국가 주력산업의 발전에 적용할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세계 주도권 강화

 최근 빛에 대한 파장, 편광, 변조, 광량, 광색 등을 빛의 활용 용도, 대상물, 기능성 부여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제어하여 다기능성, 인공지능화, 감성 만족과 에너지 절감 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융합조명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 및
서비스 산업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 중
[ 융합조명시스템의 혁신적인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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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조명은 비(⾮)조명적인 목적으로 이종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인공지능형 기능 및 용도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일반 광원이 구현하지 못하는 특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및 시스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특징을 가짐
▪ 융합조명시스템은 일반조명시스템이 요구하는 백색 광원과는 달리, 가시광선 이외에 UV A, -B,
-C, R, G, B, 청록, Y, Near IR 등의 순색 파장 광원이 가진 에너지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생물에
대한 광생물학적 반응, 행동 및 생장제어, 인체의 면역 강화, 인간 두뇌 자극 및 질병 치료,
살균⋅소독 등으로부터 극지, 심해저, 원광달거리, 방폭, 정보전송, 광계측, 스튜디오 특수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지식 및 기술 집약적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이 전망됨

[ 광원의 파장별에 따른 응용 및 서비스 분야 ]

 융합조명시스템은 조명, IT 기술과 해당 분야 이종기술을 융합되어 신기능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에너지, 환경, 식량, 의료, 4차 산업 등의 분야에서 신시장 창출 가능
▪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 증강현실 등 미래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조명융합 기술 확보가 시급하고, 특히 LED 등 신광원의
특성인 파장선택, 광량조절, 편광, 변조, 디자인 유연성, 광색가변 등 다양한 특성을 미래 산업과
접목하는 것이 시장 도입기인 지금이 매우 중요
▪ LED를 광원으로 하는 융합조명 관련 산업들은 원천 기술에 있어 해외 기술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국내 우수한 IT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LED 제어 기술과 OLED 광원과 관련한 산업
체계는 한국이 가장 잘 갖추고 있어 관련 시장 성숙 시 유리한 위치 점유

 자동차 조명,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제품과 같이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제품의 경우, 단가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중소기업 위주의 융합조명 산업체들은 자체 제품 개발 능력 배양과
함께 다양한 판로 개척 및 해외 판매처 확보 등 다양한 수요처 확보 문제가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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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LED융합 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에 의한 국내외 표준 존재하나, 그
외에는 표준 미확립 분야가 많아 국제표준 선점이 가능한 산업임
▪ 수요 및 사용자의 사용 목적과 (적용) 제품 종류에 따라 소량 다품종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융합 제품의 성능 향상과 정확한 효과 분석을 통한 표준화 및 공용 플랫폼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관련된 인증 규격화가 시장 확보에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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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융합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기기, 생활안전, 농수산해양 분야에 대한 세계 시장은 2017년
209억 달러에서 약 15%의 높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어 2023년 483억 달러로 예상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

CAGR

세계시장

20,900

24,000

27,600

31,800

36,500

42,000

48,300

55,600

63,900

15.0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LED산업 기술 및 시장 동향 보고서, 2017.07.

 세계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5.2%이상의 고성장 지속, 2020년에는
330조원 시장으로 확대 전망
▪ 2020년 이후 자동차산업에서 전장부품 비율이 약 40% 이상 예상
▪ LED광원 대체가 고부가가치 조명인 자동차 조명 시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Matrix 전조등과
같은 신기술로 인한 시장 확대
▪ 친환경자동차와 지능형 안전편의 장치는 IT,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
적용이 필요함

 정보 디스플레이 시장은 디지털사이니지가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대형 및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시장 확대가 전망됨
▪

디지털사이니지는 미디어와 ICT가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산업과 광고산업의 활성화, ICT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할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약 10% 이상 고속 성장(’20년
142억불)이 전망되는 유망분야이며, H/W 비중이 53%를 차지하지만 점차 광고/콘텐츠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최근 차량 ICT융합기술과 연계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와 인터넷의 연결(커넥티드 카),
ICT산업의 자동차시장으로 확장에 따른 다양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스마트 카 분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용 면적 확대 필요성이 부각됨
▪ OLED조명 패널 시장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해 2016년엔 약 5500억원, 2020년에
약 4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연평균 1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됨(UBI research)

 수송기기용 조명 산업에 있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정체기에 있으나,
수송기기용 조명의 LED광원 대체율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시장 확대 지속 전망
▪ 세계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5.2%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2020년에는 330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0년 자동차에서 전장부품의 비율이 약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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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광원 대체가 고부가가치 조명인 자동차 실외 조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Matrix 전조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와 지능형 안전편의 장치는 IT,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 적용이 필요해 이종산업 및 중소, 중견 부품 업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의료/바이오 융합조명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 및 바이오 시장 성장과 융합조명 분야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
▪ 의료/바이오 융합조명은 영상진단분야, 무체혈 생체 신호 측정, 개인용 소형 생체 진단기기,
피부치료 등에 활용 가능하며, 특히 LED조명을 통한 광역학, 심미치료와 더불어 대체 의학적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함
▪ LED 식물공장은 기후변화 대응 농법 및 토양오염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 작물 생산농업으로서,
미국 NASA에서 최초로 우주공간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 LED가 사용되어 현재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과 함께 다양한 분야 활용이 전개되고 있음

 LED를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MICE산업과 관련하여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14년 12,212건으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
1200억 달러에서 2017년 1조 5,000억 달러로 성장
[ 세계 유형별 융합조명시스템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수송기기

5,387

6,048

6,666

7,375

7,591

8,396

9,286

10.9

조선해양

1,960

2,068

2,723

3,127

3,615

4,442

5,489

20.1

농생명

486

599

783

955

1,130

1,325

1,522

19.9

합계

7,833

8,715

10,172

11,457

12,336

14,163

16,297

14.2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18년 LED분야 통계 자문위원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의료, 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미래 신시장 응용 확대가 기대되어 급속한 시장 확대 가 전망되며,
특히 LED에 대한 지속적인 고효율, 초소형, 고기능성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
확대는 매우 높아질 것임
▪ 휴대전화, LCD TV, 모니터 등의 BLU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가격 저하로 인해 시장이 포화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사인 및 전광판 분야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수송기기용 LED는 매년 8%씩 증가하여 2013년 27.2억불에서 2018년 41.6억불 이상의 시장이
예측되며, 신규 응용제품 등장에 따른 시장 확대와 무인자동차, 드론 등 센서와 연동한 적외선 LED
융합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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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야에서 치료 및 검사용 LED 광원은 2014년 6.6억불에서 2018년 10.5억불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활용한 시스템 시장은 5배 이상으로 예측되며, 초기 진단 및 수술용
조명에서 치과, 안과, 피부과 치료 광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광반응 단백질 활용을 통한
종양, 신경 치료 등의 신기술 분야로 확대
▪ 농생명 분야에서 식물공장, 미세조류생장, 식물분자농업 등에 적용되는 LED의 시장규모는 2018년
약 30억불 시장을 예측되고, 환경 변화 대응, 도시농업 활성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엽체류, 과실류,
덩이뿌리 등의 식용 식물생장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
▪ 조선, 항만 물류 분야에서 LED 조명은 2014년 약 5억불에서 2020년 약 25억불로 점진적인 확대
전망되며, 해양환경, 수산양식,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LED조명과 선박, 위험작업 지역에
적용되는 LED 방폭등의 판매 확대 기대
▪ 센서, 통신 등의 IT 기술과 융합하여 에너지 절감, 감성조명 실현이 가능한 LED 시스템 조명은
2013년 약 15억불에서 2020년 약 88억불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 예측
▪ 경화, 노광, 분석 장비에 적용되어오던 자외선 LED는 살균, 정수, 정화 등의 환경 분야 확대,
2020년 약 5억불 이상 시장 전망되고, 310nm 이하 심자외선 LED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잠재
시장 존재
▪ 시설물의 경계, 안전, 보안용 분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4억불에서 매년 약 14%씩
증가, 2020년 약 7.5억불 시장 예측되며, 센서, 통신 등의 IT기능, 적외선 LED의 활용확대로
시장진입 가속화
▪ 특히 마이크로 LED 및 OLED 적용 분야인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는 2020년 3.1억대에서 2023년
8억대 판매 전망되며, Apple,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 가속화
[ LED 시장 전망 ]

* 출처 : Strategies Unlimite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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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융합조명 시장분야는 ’18년 약 3.6조 원 시장규모에서 ’20년 4.6조 원, ’23년 7.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LED-수송기기 융합, LED-해양선박 융합, LED농생명 융합 등 관련 시장이 연평균 15.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35,930

39,960

46,290

53,640

62,140

71,650

15.3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8년 전수결과 및 관세청 수출입 통계 LED분야를 이용한 재산정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는 소수 메이저사 중심으로 옥외 광고물
▪ 디지털 사이니지와 연관된 국내 기업수는 약 국내 500여개의 LED 전광판 제조업체이지만, 대부분
LED 모듈을 공급받아 단순히 조립하여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자체적인 생산라인을 갖춘
곳은 삼익전자, 대한전광, 빛샘전자 등 소수에 불과함
▪

국내 생산규모는 ’14년 1.9조원 수준(세계시장
’23년에는 약 5.9조원으로 성장 전망됨

11.2%)에서

연평균

13.4%씩

급성장하여

▪ 디스플레이용 조명분야 중 광원 패널 시장은 주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Signage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LG디스플레이는 2017년 세계 최초로 100lm/W급의 OLED 조명용 패널 양산에 성공한바
있으며, 디지털사이니지 및 자동차 후미등 등 OLED 조명용 패널을 채택할 수 있는 관련
융합조명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OLED조명에 있어 가장 괄목할만한 부분 중 하나는 LG화학 OLED조명 사업의 LG디스플레이
양도된 것이며, OLED조명 사업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이관됨으로서 관련 기술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2018년에는 5세대 OLED조명 패널 양산 라인도 본격적인 가동이 진행

 자동차에 부품의 형태로 납품되는 전조등, 실내등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소형 조명
모듈을 부품으로 보았을 때, 국내 융합조명 분야에서 조명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
정도로 국내 시장의 상당 부분은 국내 주력 수출주도 산업인 자동차 및 전자산업 등의
전방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
▪ 부품/모듈 형태의 융합조명은 글로벌 자동차나 전자업계에 주로 납품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들은
비교적 견고한 수요와 공급망을 유지해야 하며, 국내에서 자체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으나 경기 위축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도 보다 많은 수요처를 확보할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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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후선박 증가로 수주가 증가되고 선가가 회복되면서 조선 및 해양플랜트
경기가 향상되고 있으며, 최근 개발된 LED항해등은 국내 및 세계시장에 수출되면서 연간
100억원의 매출 발생
▪ 해양플랜트, 정유화학공장, 원자력, 제분공장 등 위험 환경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강제화되어 있는
LED 방폭 조명 설계 및 시험인증 역량이 향상되면서 내압 방폭, 본질 안전 방폭 기술이 국내
정착되어 방폭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LED식물공장의 기술개발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베트남 등 LED식물공장 테스트베드에 대한 국제협력 또한 활성화되고 있음
▪ 감초재배용기, 딸기생산 기술, 고구마 무병주 종묘생산기술, 컨테이너 식물공장 사업화, UV-LED용
AlN 증착기술, LED융합 바이오매스 생산 기술, 호접란 육묘 생산 기술, 고부가가치 기능성
채소(호로파, 인도 시금치, 비름속, 꽃양배추 등) 식물공장 재배기술 지원
▪ 식물생장용 LED조명 해외진출 지원 : 미국, 캐나다(대양화훼종묘), 일본(태종), 베트남(이에스레즈),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 달랏대학 LED식물공장 테스트베드 기업연계 구축 지원

 최근 국내 LED-의료 융합기술 및 LED의료기기와 LED-수산양식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이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상용화 진행 중
▪ 전남대 연구진에 의한 여드름, 비듬, 홍반, 건선, 아토피 피부염, 백반증, 기미, 안면홍조, 항노화 등
다양한 피부병 치료기기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피부 침투 깊이가 깊은 파장인 근적외 LED로 통증
치료기와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이명, 숙면을 돕는 조명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 출시
▪ LED-수산양식 융합기술이 연구개발 중이며, 넙치, 돌돔에 대한 LED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오 오일 성분 함량이 높은 미세조류에 대한 LED 배양 연구,
양식어종의 호르몬, 스트레스 분석을 통한 LED양식기술, 집어어종에 대한 시각인지 및 유영행동 등
LED 광생물학적 반응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융합조명시스템분야는 일반조명분야에 비해 중소기업기업 비중이 비교적 낮지만, 최근 LED
융합분야가 대기업 중심의 수송기기에서 의료, 바이오 등으로 확장되면서 점점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수송기기 중 자동차 부품 형태로 납품되는 전조등, 실내등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소형 조명
모듈의 경우, 국내 융합조명 분야에서 조명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정도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의 산업별 기업분포 ]
(단위 : 개, %, 백 만원)

2018 LED기업분포현황
전체

구분

융합조명

2018 매출액분포현황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총기업수

분야별
비중

중소기업

점유율

중소기업

점유율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76

19.8

72

95

2,611,827

9.0

7,136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8 광산업 통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단, 수요조사에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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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디스플레이 융합조명
 정보전달 매개체로서 LED 디스플레이는 공공전광판으로 상용화되어 있으나, 최근 마이크로
LED를 활용하는 고해상도 엔터테인먼트, 게임, 광고, 웨어러블용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디스플레이 분야에 마이크로 LED 적용은 RGB 화소의 크기와 간격을 혁신적으로 감소시켜 대화면,
저전력,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실현
▪ 마이크로 LED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공공목적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2020년 이후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한 고해상도 기술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고해상도 LED 디스플레이 실현을 위해서는 RGB LED의 초소형화, 고정밀도 접합소재/장비,
화소제어 구동회로, 드라이버, 패널 박막트랜지스터 등의 소재/부품/설계/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병행하여 요구되고 있음
[ 마이크로 LED를 활용한 퍼블릭디스플레이 및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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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외선 융합조명
 안전사회, 청정환경, 국민편익 실현, 군사무기 고도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센서기술과 융합된 적외선 LED 적용 급증
▪ 드론, 로봇, 무인자동차 등은 PD, 이미지 센서, 통신부품 및 근적외선 LED를 적용하여 물체인식과
상황판단이 가능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자동차 선진그룹인 Audi, BMW, Benz, Lexus 등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수적인 Lidar*
시스템의 감지용 광원으로 레이저 광원을 비롯한 근적외선 LED를 적용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위험지역, 외부침입,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는 백색 LED광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전력절감,
비시감성 확보, 원거리 감시 등의 요구로 고출력 근적외선 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군사용으로 이동간 주둔지 경계지원 시스템, 스마트
고출력-고집광 근적외선 LED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

솔져

피아식별,

원거리

감시

등으로

▪ 근적외선 LED의 신시장 분야 확대를 위해서는 에피/칩공정 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과 더불어 응용
분야에 적합한 배열형 마이크로 LED엔진, 개별적인 제어가 가능한 소자들의 집적화, 마이크로 렌즈
광학계, IT 부품들의 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적외선 LED를 활용한 안전/경제/편익 장치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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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융합조명
 콘텐츠 및 IoT 서비스 산업 확대에 따라 가시광에서 적외선에 이르는 LED를 활용하여 조명과
주변기기와의 통신서비스 기술 개발 가속화
▪ 가전, 휴대용 기기 등의 IoT 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유럽, 일본 및 북미 지역에서는 Intel, IBM,
Casio, Panasonic, Philips 등의 IT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
▪ 최근 LED를 활용한 통신기술 조기상용화를 위해 기존 IEEE 802.15.7 LED 가시광통신 표준화를
IEEE 802.15.7 r1 OWC(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로 재편하였음
▪ LED조명을 중심으로 초고속 가시광통신은 Li-Fi(Lighting Fidelity)로, 디스플레이 및 카메라 등의
장치를 활용한 중저속 데이터 통신용 LED-ID(LED-Identification) 및 OCC(Optical Camera
Communication) 기술로 분류하여 OWC 상용화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음
▪ LED/카메라가 장착된 휴대기기와 근거리무선통신*을 동시에 활용하여 시스템조명 설치, 출입구보안
시스템, 콘텐츠 제공 등의 기술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음
[ 휴대기기 이미지센서와 LED 통합 통신 서비스 ]

◎ 의료/바이오 융합조명
 내시경 및 외과수술용 조명으로 적용되어왔던 LED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에서의 파장별
의학적인 효과가 입증되면서 피부, 통증, 심리, 치아, 종양, 신경 치료 분야에 연구개발
가속화
▪ 감광 재료 기반의 UV 광원 시스템의 LED 적용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PCB 산업의 후방 산업에
침투하여 거대 시장 창출 예상되고 있으며, 가시광 및 적외선 영역의 LED를 적용한 의료 보조
기구의 광원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임상 시험의 결과로부터 피부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에 적용 진행
▪ 일반 조명 시장에서 백색 LED와 달리 융합분야에서는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다파장 LED가
적용되며 응용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감지, 치료, 재생, 이미징 등의 특성에서 기인

284

융합조명시스템

▪ LED는 비침투성의 자연적 피부회춘 방식을 제공하며 LED에서 조사된 빛이 세포와의 반응 및
자극을 통하여 새로운 콜라겐 및 엘라스틴을 생성하여 자연치료를 유도하고 광회춘술, 여드름 치료
및 관리, 광역학 치료법(PDT) 등에 RGB LED가 이용
▪ LED 파장의 선택적 적용은 비가열, 비침습, 비박리 피부치료와 콜라겐 생성, 단백질 효소세포 자극,
세포의 에너지원 공급원으로서 생물학적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기술로서 활용되고 있음
▪ 치과 및 외과에서 치아골밀도향상, 골접합 광중합기와 광촉매 소독기 등으로 자외선 LED를
소형화하여 외부에 가까운 조직과 골격에 빛을 조사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LED가 인체의 바이오리듬, 호르몬 분비, 감성 등에 대한 영향성이 검증되어 약물과 병행한 치매치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인체 내에 LED를 삽입하여 종양/신경 질환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합파장의 마이크로 LED, 동작소자, 안테나 등의 기술 개발이 요구됨
[ 의료-바이오 분야 LED 융합 연구 확대 ]

◎ 수송기기 융합조명
 자동차의 LED적용은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운전을 위한 적응형 전조등 기술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최근 지능형 기술로서 ADB (Adaptive Driving Beam)는 상향등 및 하향등 사용의 구분 없이 상시
상향등을 동작시키면서도 운전 환경에 따라 빔 분포를 국부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고급차량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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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의 안전한 운전환경 제공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센서 활용 기술이 제안되고 있으며,
근적외선 LED의 활용이 가능한 Lidar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조등과는 다른 센서용 LED시스템
기술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생산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자동차 전문 연구 기관인 DVN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 생산 차량의 25%가 적응형
전조등과 라임 기능 장착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방차량 및 보행자 눈부심 방지, 운전자 시인거리 확보를 위해
적응형 전조등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미래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LED 기술은 자동차형 마이크로 LED 시스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고밀도 직접화를 비롯한 복잡한 제어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임
[ 자동차 분야의 마이크로 LED 기반 매트릭스 전조등 및 라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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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융합조명
 지구온난화, 식량난 등의 문제로 작물생산, 바이오소재 생산 및 다양한 수산생물 양식 분야에
시장선점을 위한 LED 융합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농수산 분야에서 광기반 인공생장은 ’7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생산성과 투자비 등의 문제로
개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함
▪ LED 및 생장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식물공장과 같은 농업 생산 분야, 미세조류와 유용 및 부패
미생물 활성화를 통해 직․간접적 생물 산업분야, 버섯과 축산 및 양계에 필요한 살균 기술 적용이
필요한 식품 분야와 수산생물 양식
▪ 해외에서는 단백질, 의약품 등 유용한 수산자원을 얻는 방법으로 4계절 인공재현, 치어양산,
생장속도조절이 가능한 LED적용 재배어업 기술이 부상하고 있음
▪ 식물공장 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농업실현을 위한 확산
보급 기술 확보가 시급함
▪ 전 세계적으로 유럽, 일본, 중동아시아 등 자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LED를 활용한
생장속도조절, 선택적 파장활용, 다양한 재배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LED 식물공장에서는 엽채류 및 알뿌리 식물의 육묘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 증대 및
고부가가치 과채류 개발을 위해 고광량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근접조명기술 및
지능형제어시스템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농수산 분야 LED활용 생물 양식 연구 (일본/미국) ]

◎ 환경 융합조명
 미세먼지, 에너지절감 등의 심각한 환경 및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ED 융합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합형 자회선 LED 조명기술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미세먼지, VOCs, NOx, SOx, 부유세균 등의 저감을 통한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고효율 융합
자외선 LED 조명 및 응용 기술 개발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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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친환경 고 효율 태양전지 기술과 박막형 투명 OLED 기술,
센서 내장형 사물 인터넷(IoT) 시스템 기술이 융합된 환경 분석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윈도우
시스템 등 지능형 LED 융합시스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임
[ 환경분야 LED활용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저감 기술 ]

◎ 웨어러블 융합조명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스마트 워치, 스트레쳐블 조명, 의류 조명 등 다양한 웨어러블
융합조명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지능형 웨어러블 융합조명)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전기활성물질,
직물형태의 지능형 웨어러블 융합조명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 중임

광활성물질

등을

활용하여

▪ (스마트워치) 미국 Apple은 마이크로 LED 전문기업 럭스뷰 인수하여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향상에 집중
▪ (스마트글래스) 대만 ITRI/(美)Texas Tech. 대학은 녹색 마이크로 LED와 CMOS회로를 집적하는
기술개발
▪ (스트레쳐블) 벨기에 IMEC 연구소는 신축/팽창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 a-IGZO* 플렉서블 TFT
백플레인에 마이크로 LED 패널 제작
▪ (네델란드) Philips 루마리브는 유연기판에 RGB LED를 형성하고 어레이를 만든 후 섬유나 직물에
삽입시켜 20㎠ 넓이에 14×14픽셀 어레이를 가지는 Fabric display를 구현
▪ (영국) 큐트서킷는 세계 최초로 초박형 RGB LED 디스플레이를 내장하여 t-shirtOS 셔츠를 판매
▪ 앱을 통한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밍, 세탁가능, USB를 통한 충전, 카메라 키트 등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의류 일체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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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융합조명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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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트렌드
◎ 연구 개발 동향
▪ 융합조명시스템은 빛의 활용용도, 대상물, 기능성 부여 방식에 따라 고효율, 초소형, 다기능성,
인공지능화, 감성 만족과 에너지 절감, 높은 디자인자유도 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융합으로
트렌드가 변화하여 수송기기, 정보가전 및 자율주행자동차, 디스플레이 등과 이종산업간 융합기술
위주로 산업 패러다임 재편 움직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는 AI, IoT(Connected), 바이오 등과 전기자동차, 선박/해양플랜트,
LED식물공장 및 LED-의료융합 분야에 대한 LED응용 확대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가혹 환경 하에서의 고내구성, 고신뢰성 융합제품, 방폭, 원거리 광전송, 생물체와의
광생물학적 반응 등의 기능성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IoT, 인쇄전자, 3D, flexible, energy
harvesting 기술 등과 결합되고, Connected Lighting과 같은 플랫폼 형태의 융합조명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 융합조명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 전장 조명, 환경 센싱 융합조명, 통신 연계 융합
조명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실내외 생활환경 중심의 LED 조명에서 수송/농업/해양/의료 등 신시장 영역 개척으로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문제(식량, 바이오오일, 건강, 의약품, 환경오염, 기후온난화,
안전 등) 해결을 위한 융합조명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는 미세먼지, 공기저하, 살균 및
멸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바이오/환경 융합조명이 부각됨
▪ 인구 증가에 따른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고청정, 고영양, 단백질 식량 공급 기술로써 해양 LED 및
바이오 융합 기술로 식량문제 해결과 친환경 식물 공장, 살균 수처리 및 환경 정화 시스템에 응용
▪ LED는 테마 파크, 놀이 공원, 공연장 및 방송사의 무대 조명으로 활용 되어 효과적인 연출을 통한
감성 서비스 제공이 현실화
▪ 바이오 포토닉스 분야에서 LED 적용이 확대되어 직접적인 치료와 간접적인 방식에서 다양한
파장대역의 LED를 적용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과를 통해 질병치료, 질병진단, 숙면 및 건강,
항노화, 치매/정신/실버 문제 등 해결
▪ 빛을 이용한 안전(폭발화재 예방, 방범, 감시, 안전유도, 범죄예방, 항해/항공 안전, 유해생물
피해예방 등) 환경 제공 시스템에 응용
▪ 더불어, 국내외 다양한 이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제를 해결할 수 있는 LED 융합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LED 융합 기기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는 광학엔진, 방열/광학/기구/회로 등의 설계 기술,
제조 및 양산 기술을 들 수 있음 LED융합 시스템은 시스템 설계, 센서 및 IoT 제어 컨텐츠,
시험인증 등으로 구분됨 기술개발 방향은 요구 특성 만족, 기능성 최적화 및 고신뢰성화,
고효율화, 대용량화, 소형화, 디자인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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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융합조명 시스템은 최대 수요처인 민간시장의 창출을 위해 기존 광원들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고성능화에 기술 개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융합조명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
분류

제품

핵심기술
대기업

중소기업

광학엔진

UV A, B, C 및 Blue LED의
에피, 칩, 광학엔진 공정기술

Red, Green, BG, Y, N-IR
특수파장 LED의 에피, 칩,
광학엔진 공정기술

광학부품 등 각종
부품 소재

융합제품 제조에 적합한
메탈코아 PCB, SMPS,
구동회로, 방열부품 등 제조기술

원광달거리 등대, 탐조등,
항로표지등 등 특수제품 제조에
적합한 특수광학부품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자동차, 철도, 항공
및 선박 조명

인지기능 Adaptive 전조등,
항공기 및 철도 전조등,
비행장, 함정, 헬리포터 유도등
제조 및 평가기술

인지 및 인공지능 융합조명,
원광달거리 전조등,
방폭형 항공장애등 및 유도등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방폭 제품

방폭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경량화, 고도 안전성 확보 기술
선박/해양플랜트 방폭조명 기술

위험장소에서는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품
국제인증 시험평가 기술

LED-수산양식 융합

수질제어, 생육 및 급이 제어,
유영행동 및 질병 제어,
광생물학적 반응 최적화

특수 어패류 양식, 종묘생산,
유해생물 제어,
성장, 성성숙, 생잔율 제어 기술

LED식물공장

양액제어, 온습도제어,
이산화탄소 및 파장제어,
바이오매스 대량생산 및
유용바이오 물질 회수공정기술

특수 작물 재배기술, 온습도,
양액, 광생물학적 반응 최적화

의료융합

피부-광흡수 매카니즘,
혈액-광생물학적 반응
안과-심리-광생물학적 반응
광-수면 관리 기술

치유조명, 치과용 조명, 활당,
피부질병 치료조명, 이비인후과
치료조명, 통증치료 조명

산업과학

반도체 장비 광영상 제어,
광계측기, UV Curing,
4차산업형 광센서 제조기술

광계측, 광노광 기술, S/W,
H/W, Data Aquisition,
인공지능 정보 전달

군사과학

보안, 감시, 경계, 안전
모니터링용 적외선 LED 광소자
제조공정 기술,

적외선 센서 응용기술, S/W,
H/W, Data처리, 인공지능 정보
전달

291

전략제품 현황분석

 수요자 맞춤형 제품의 고기능화 및 신뢰성 확보(제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 제품의 기능 및 성능 기술 포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융합조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별화 기술과 더불어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한 신뢰성 기술에도 비중을 두어야하는 시점임
▪ 정보디스플레이는 고화질/ 대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맞춤형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 적용 전망되며,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는 사용자를
인지하여 타깃 광고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인터렉티브 요소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에 증강현실을 접목하거나,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사용자에 따라 화면의
액션이 달라지는 등에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의 핵심 부분인 문화,
예술, 교통, 관광 등의 분야에서 최신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가 출현되고 있음
▪ 서비스/콘텐츠 분야에서는 단방향 광고를 보여주는 형태에서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한 양방향 광고
제공 및 모바일 웹 서비스 형태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 기술 및 사물 통신 기술도 개발되고 있음
▪ 수송기기 융합조명시스템은 차량 단독 제어에서 관련 기술 및 이종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전장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전자 IT 기술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연계와 최근 친환경 재료 기술
적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며, 상용차 업체의 진화된 헤드램프 적용 확대에 따라 단순제어에서 보다
복잡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관련 센서, 구동부, 램프기구,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의 수요 증가 예상
▪ 자동차 제어시스템은 기계 제어에서 전자 제어로 진화하고 있는 미래 전장기술은 IT기술과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운전자의 안정성이 강조된 지능형, IT-기술 결합형
인포테인먼트와 차량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스마트시티 및 주율주행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
▪ 지능형 자동차 기술과 연계한 화상 인식 기술 및 센서 기술은 LED 분야의 응용분야와 함께 전망이
밝으며 자동차 부가 스마트 기능인 HUB, 지능형 전조등, 가시광통신 등은 LED 성능과의 뛰어난
융합 기술로 구현 될 것으로 기대
▪ 최근 LED가 식물재배에 유효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식물공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LED를 이용한 식물 공장용 조명, 식물 색소제어, 황산화 물질 증가, 병해충 방제 효과를 위한
선택적 파장 LED 조명이 부각되고 있음
▪ 또한 LED 및 OLED를 적용하여 Li-Fi(Light Fidelity) 무선통신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채용한 자동차, ITS, 실내 네이게이션 등의 제품 개발이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디자인 고도화 및 아이디어 창출 등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
▪ 융합조명 분야는 많은 경우 주문생산 방식 및 소규모 단위의 특화 시장으로써 해당 분야에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창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 양산화 기술 개발 진행
중이며,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유연성이 시장의 중요한 요소
▪ LED는 단순 빛 공간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 스펙트럼 및 광량 제어, 광원의 초소형화와
플렉시블·투명화에 따른 높은 디자인 자유도, 친환경 부품 및 소재, 빛 편광 및 변조 제어 등 다양한
빛 특성을 감안하여 융합 완제품의 소형화, 고효율화, 고기능성, 일체화에 따른 저가격화,
디자인유연성 등을 부각하는 제품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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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조명 시스템은 현재 시장 도입기이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3년 내
품질 및 가격에 대한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OLED 패널 및 레이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융합조명 제품에 대한 상용화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OLED 디스플레이 및 융합조명에 대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OLED 패널의
원가이나, LG디스플레이 등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OLED 디스플레이 및 조명 패널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양상임(5세대 양산 라인 구축)
▪ 현재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면적, 유연하고 투명한 OLED
패널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유연 및 투명
OLED는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나갈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상품화 진행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가격 경쟁이 극심해진 일반 조명 대비 융합조명 분야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전략이 가능한
분야이지만, 단순히 기존 광원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광원을 신광원으로 교체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감, 장수명, 컴팩트화, 고해상도 구현 등 부가 기능과 심미성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및
역량 보유 필요
▪ 디스플레이에서는 LCD, LED 디스플레이는 8K 고화질 및 대형화 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투명
투사(Projection), 비평면 투사,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개발됨

 사용자 편의성 및 호환성 확보(IT 융합)
▪ 정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사용자 관점의 광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렉티브 요소가 강화된 제품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부각됨
▪ 수송기기 융합조명인 자동차 조명은 운전자에게 좀 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자동차용 헤드램프는 기존전통광원 ▶ HID ▶ 부분 LED ▶ Full LED/AFS ▶ Matrix 헤드램프로
진화하고 있으며, AFS(Adaptive Front-light System)가 고급차종에서 중형, 준대형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 특히, 지능형 전조등은 야간 주행시 안전과 편안함을 위하여 충분한 조명 확보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진행방향 및 도로 환경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조등의 조사 방향/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전조등이 개발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NVS(Night Vision System) 즉 어둠 속의 사물에서 반사되거나 발생되는 적외선을
적외선 감지장치로 인식하여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표시함으로써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을 증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근적외선
방식(NIR)과 원적외선 방식(FIR)이 있음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IT 융합 조명 기기는 점차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되고 스마트 폰은 사용자가 쉽게 접속하여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대두 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분야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새롭게 개발되는 통합조명제어 스위치 등은 점차 스마트폰의 connectivity가 가능한 App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기계식 조명 스위치를 블루투스 등으로 스마트폰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스위치 또한 상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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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친화 및 헬스케어
▪ LED, OLED 등 신광원 디지털 광원으로서 각 파장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으며, 이를
반영한 인간의 감성에 부합하고 편의 및 안전한 생활 제공을 위한 제어 기술로 상품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LED, OLED 등은 인간 중심 빛공간 창출뿐만 아니라, 신광의 빛 특성을 활용하여 인체 건강 치료
및 진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헬스케어기기와 융합 가능
▪ LED기반 의료진단기기 분야는 영상진단(형상영상진단, 내시경형영상진단), 생체진단분야로 구분되고,
생체진단영역은 아직 기술적 진척도가 매우 미흡하나 U-헬스 산업의 기초가 되는 디바이스
핵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 의료 치료분야는 피부치료와 외과적 치료, 광역학 치료 영역으로 구분되며, 피부치료용 LED
의료기기는 LED를 활용한 피부 내에서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하는 원리로 피부 재생 등 치료를
하는데 활용되고 광역학 치료분야는 신생아 황달, 우울증 치료 등 심미치료 영역과 골밀도 강화
광조사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음

 국내외 표준화 선점
▪ 새로운 기능 및 성능으로 신시장 및 신기술을 창출하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자의 생산 체제 확보가 어렵고, 수요자의 판단 근거 및 검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장
활성화가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효과 검증 및 시험 방법, 인증 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소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성 및 호환성 향상을 위한 표준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융합조명 시스템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는 수요기업의 단체 규격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융합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주문 생산식 체제로 진행
▪ 자동차 융합조명의 경우에는 생산되는 자동차 모델에 따라 다양한 조명기구 디자인 및 시스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애프터마켓용 융합조명
제품의 국제 및 국가 표준화 요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 경쟁력과 제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량 생산 체제를 위한 제품 및 인증이 빠른 시일 내에 확립되어야 세계 시장 주도
▪ 제품 인증 및 표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효과 및 성능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효과
분석 및 측정 기법에 대한 표준화도 매우 중요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시장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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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융합조명산업 밸루체인 기업간 산업 및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업화 기술 발굴에 집중하여
전방위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고부가 신시장 창출형 융합 실증 R&D 강화 필요
▪ 수요자 중심의 시장 요구형 핵심 기술 확보와 제품 상용화를 실시하여 新융합조명시장 및
비즈니스모델 창출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화 가능한 단기 개발 기술 위주의 집중 지원과 대기업 및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장기 기술 협력 로드맵 및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 필요

 융합조명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는 수송기기, 생활 안전, 농수산해양, 의료,
바이오, 환경 등 관련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산업으로 관련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시급함
▪ 빛 산업분야 및 의료분야가 융합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빛반응 원천연구 및 미래형
센서 기술에 인간중심의 공간/패턴/스마트센서 등 융합 형 SoC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고부가 신시장
창출을 위한 프리미엄 빛 융합산업 육성 필요
▪ 특히 이런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홈·시티, AR/VR 등 제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과의 연계하는 사업 발굴 시급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녹색기술 융·복합산업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수립하여 LED 조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프리미엄 LED 조명 차별화 국내 보급을 위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 LED 융합산업을 녹색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LED산업 신성장 동력화 발전 전략”(’08. 5)과
“LED산업 제2도약 전략”(’11. 5)을 수립하여 세계 TOP 3의 LED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LED
조명․융합 산업 글로벌 선두권 진입을 위한 특수파장 LED, LED시스템 조명, 고부가 LED융합 신상품
개발 등 기술 개발과 LED융합허브사업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추진
▪ 최근에는 『LED산업 경쟁력 제고방안』(’16.6)을 수립하였으며, 마이크로 LED, 신시장 창출형
비가시광 LED 광원, 프리미엄 LED 조명, 고부가가치 LED융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LED융합 산업
글로벌 선두권 진입 추진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LED융합산업허브구축사업(2012. 9)을 추진하여 특화된 LED융합전문
연구기관 및 권역별 LED융합센터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킹과 기술혁신 결집을 통해
LED융합산업의 발전 토양을 마련
▪ 우리나라 LED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해 ’12~’16년까지
LED융합산업허브구축사업(총 300억원)을 추진하여 한국광기술원을 중심으로 영남대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부경대 LED-해양융합기술 연구센터, 전북대 LED-농생명 융합기술 연구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여 각 분야에 기업지원에 진행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12대 신산업분야에 마이크로 LED 등의 초절전 신기능
기술은 핵심 기반기술로 작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산업부,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16.12.21) 수립하여 2017년부터 본격 추진 중

295

전략제품 현황분석

▪ 초절전 LED융합기술개발을 기획하여 2018년부터 5년간 280억원을 정부가 투자할 예정이며,
2018년에 16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3개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12대 신산업과 LED융합 기술과의 연계성 ]
분야

연계성

연계제품

에너지절감

전기․자율차

◎

마이크로 LED 조명, 헤드램프

◎

스마트선박

○

고효율 방폭등, 안전센서 적외선 LED

◎

IoT가전

○

LED통신, 시스템조명

◎

로봇

△

충전형 마이크로 LED 조명

○

바이오헬스

○

치료용 LED

×

항공․드론

○

충전형 마이크로 LED 조명

◎

프리미엄 소비재

×

-

×

에너지신산업

◎

시스템조명, 스마트공장조명, LED전광판

◎

첨단신소재

△

LED제조공정용 소재

×

VR‧AR

◎

스마트글래스용 디스플레이

◎

차세대디스플레이

◎

퍼블릭/스트레쳐블/밴더블 디스플레이

◎

차세대 반도체

×

-

×

* 매우높음 : ◎, 높음 : ○, 보통 : △, 없음 : ×
* 출처 : 초절전 LED융합 기술개발 사전기획보고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

 최근 정부는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융합산업진흥법』(’18.09.~)을 시행과 함께
융합조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융합조명시스템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15년 기준 약 10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 약
1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약 20만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 창출 전망
▪ 산업부의 계획대로 국내 생산액이 증대될 경우를 가정하면, ’20년 기준으로는 약 18조원의 생산유발,
약 3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 및 약 33만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 R&D 정책 방향 ]
분류

정부 정책 방향
•세계 최고 수준의 LED융합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신시장 고부가창출형 LED융합조명 개발을 통해 세계
일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LED 융합조명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와 기업 활역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도출(LED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2016. 10)
•(’08~’15)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으로 LED/광 R&D 지원(총 135건,
1,434억원)하였으며, LED융합은 이중 약 10% 투자
•(’12~’16) LED융합산업허브구축을 통해 LED융합전문연구기관 및 권역별 LED융합센터 간의 효율적
네트워킹과 기술혁신 결집을 통해 LED융합산업의 발전 토양 마련(국비 총 285억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80억원 규모로 초절전 LED융합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마이크로 LED 광원 및 융합 기술개발 추진 예정
•’18년부터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 예정(광융합산업진흥법 시행,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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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미국 : 일리노이․캔자스․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에피/칩 수율향상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국책연구비 투입(실리콘벨리에 관련 스타트업 100여개)
▪ Apple를 중심으로 LED 픽셀 디스플레이 개발 본격화 (마이크로 LED 원천특허를 보유한 Luxvue
인수, 대만의 AUO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와 개발협력)
▪ 일리노이 및 텍사스 지역레 세계 최대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Caliber Therapeutics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및 백신 작물을 도심에서 재배
▪ Intel, 퀄컴, Apple 등의 IT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Li-Fi, LED-ID 및 OCC 등의 LED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일본 : 디스플레이 전문기관인 JDI*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와 LED 전문기업인 니치아,
쇼와덴코, 도요다고세이 등이 협업
* Sony, Hitachi, Toshiba 3개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디스플레이 투자기관
▪ 원전사태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기반 식물공장과 수산생물양식 등의 기술개발 가속화
▪ 완성차 회사인 도요타, 혼다, 닛산 자동차와 고이토, 스탠리 등의 부품회사를 주도로 적응형
헤드램프에 대한 상용화 개발
▪ 퍼블릭 디스플레이용 초소형 고신뢰성 LED 광원 대표 기업인 니치아아 디스플레이 대표기업인
Sony/Panasonic 등이 협업
▪ 게이오 대학에서 2000년 초반부터 LED통신을 연구하였으며, 한국 및 중국 등의 학교 및
연구소들과 Casio, Panasonic 등의 기업들과 협업을 주도하고 있음

 유럽연합(EU) :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대학 및 선진연구기관,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투자
▪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과 Philips, Osram 등에서 조명을 활용한 LED 통신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네덜란드는 70년대부터 인공광을 이용한 식물생장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시설원예/과채류
작물시스템 개발
▪ 독일 Audi, Benz, BMW 등의 완성차 회사의 요구에 따라 발레오, 비스테온, 헬라 등의 부품과
Osram, Philips 등의 LED 회사 간의 고성능 적응형 LED 헤드램프 상용화 개발
▪ 이베오, 보쉬, 콘티넨탈, 헬라, 인피니언 등은 운전자 안전 확보 시스템에 근적외선 라임 센서와
LED/LD 광원 개발 중으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에 적용 진행 중

 중국 : 마이크로 LED 요소기술 개발 수준이 낮은 상황이나 막대한 자금력으로 해외 선진기업
M&A에 나설 전망(국내 기업 문의 쇄도)
▪ 전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용 LED 모듈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퍼블릭 디스플레이용 초소형
LED 광원 개발과 함께 하웨이, TCL 등은 대면적, 디스플레이 8K TV 등 집중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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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를 적용한 초고속 Li-Fi 개발을 위하여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대만 ITRI가 협업하여 50 Gbps
이상 통신 기술 개발 중

 융합조명 시장은 IT, BT 등 첨단산업 융합과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LED 및 OLED의
사용이 급증하고 다양한 기술 및 제품에 융합한 신시장 창출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
▪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최고수준)은 국내 LED융합 특화 전문기업의 경우 약 80%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60% 이하의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은 설계 원리 및 고급 제품의 개발 보다 해외 제품의 모방 생산에 급급
▪ LED융합 제품은 아직도 고부가가치 제품이며, 중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나,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도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유럽(독일 등)·일본 등이 최고 수준을 보유

[ 국가별 LED 광기술융합 기술 수준 분석 ]

한

미

상대수준
일

유

중

한

격차기간 (년수)
미
일
유

중

LED 제어시스템

82.0

84.8

90.1

84.3

64.2

1.6

1.1

0.7

0.9

3.0

LED 융합 시스템

79.3

87.3

89.5

87.7

64.3

1.9

1.0

0.8

0.7

3.2

LED 무선통신 시스템

79.0

91.0

91.4

87.2

64.6

1.7

0.7

0.5

0.8

3.7

구분

* 출처 : 산업기술 R&BD 전략, LED/광 분야(2014~2018), 2013

 LED 융합은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확보 가능성이 높고, 높은 수준의 신뢰성 요구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므로 기술력 있는 특화 전문기업에 유리한 산업이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절실
▪ LED 융합 시장의 성장세와 글로벌 기업과의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핵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보급 시범사업을 통한 제품의 실증 및 저가격화 실현이 필요하며, 특히, 해양플랜트,
의료, 식물공장, 해양생물 인공양식 등의 기술실증 활성화 필요
▪ 특히 사용 환경에 부합한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양산 ․ 조립 ․ 평가와 제어연동 시험, 실증 및
시험인증 기술이 매우 중요함
▪ LED융합 중소기업의 4차산업 인공지능형 IoT, IoE, IoS 융합기술 개발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선진국에서 수행되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등을 모방에
머무르지 않고 IoE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LED aqu-phonics 등 LED융합 기술이 연계된 선진화된
통합형 스마트 홈 및 빌딩, 타운, 시티 기술을 실증하는 노력이 필요
▪ (LED융합 기술 경쟁력)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부품소재와 설계 원천 기술은 해외 의존이 크지만,
최근 IoT 제어, 광학 및 방열 부품에 대한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IT기술을 기반을 가진 우리나라가 유리하므로 집중적인 R&D 투자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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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분류별 주요기업 ]
구분

수송기기
융합
조명

해외업체

국내업체

응용분야

비고

자동차

HELLAT, Osram,
Philips, Siemens,
Valeo, Continental,
Koito, Ichiko

서울반도체,
LG이노텍,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L,
AMS, 금호HT,
프리모, LED라이텍

전조등, 후미등, DRL,
리어램프, 차량
실내등 등

국산화 개발 생산

선박

Glamox, Wiska,
Karl dose Gmbh,
Hella-Marine,
어쿠아시그널

대양전기공업,
한라IMS, 우신에이펙

항해등, 선실등,
방폭등, 탐조등 등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항공장애등,
항공표시등,
항공기실내조명,
전조등 등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LED 전광판, 3D
디스플레이,
채널레터, 빔프로젝트
등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식물생장용 조명,
집어등, 미세조류배양
조명 등

국산화 개발 생산

피부치료조명, 내시경
광원, LED기반
영상기기, 치광용 UV
광중합기 등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가시광통신,
스마트홈/시티용
IoT조명, ITS연계
도로조명 등

국산화 개발 생산

미디어파사드,
무대조명,
디지털사이니지, 조명
아트, 전시관 조명 등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항공/
철도

정보 디스플레이
융합 조명

농수산 융합 조명

Denso, Stanley,
Koito, Hitachi,
Craig, Derricott
SONY, NEC,
Planar, Panasonic,
Scala, Darktronics,
BarCo, LightHouse,
YESCO, AOU
Caliber
Therapeutics,
Iwasaki, Active Air,
Active AQUA,
RAPIOR, Toshiba,
Panasonic

의료/바이오 융합
조명

TRUMPF, Osram,
Philips, Photo
Therapeurics,
Lightwave, Light
BioScience, Amjo

무선통신/ICT 융합
조명

Philips, Osram,
Intel, Siemens,
Hess, GE

문화/관광 융합
조명
(엔터테인먼트)

NeoNeon, Cool
Lights, Elation,
Altman Lighting.,
Ayrton, Philips
(Color Kinetics,
Selecon, Strand,
Vari Lite)

에피엘시스템,
유양산전, 서광,
에스엠파트너스,
제이케이에이,
우신산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익전자,
빛샘전자, 대한전광,
누리온
파루, 오디텍,
유양디앤유,
에스피코프,
에스테크엘이디,
바이오팜, 빛솔LED
LG이노텍,
JW중외메티칼,
덴티스, 레이터치,
루트로닉,
엠아이테크,
사이닉스, 에코
메디슨, 원테크놀로지
유양디앤유,
동부라이텍,
삼진앨앤디, 정호TLC,
KMW, 필룩스
킹유전자, 아트웨어,
스타엘브이에스,
기린정밀공업,
필룩스, LED라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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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기기 융합조명
 자동차용 조명의 경우, 실외조명은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LED를 이용하여 다양한 배광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후미등은 3D 광학계를 채용하고 실내는 자율주행에 따라서 실내공간을 회의,
영화감상 등의 다양한 실내 조명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진행 중
▪ LED 헤드램프의 경우 Hella, Valeo, Continental 등 유럽업체와 Koito, Ichiko 등 일본 업체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Benz, Audi, BMW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3사들의 주도로, LED 및
레이저 램프와 같은 조명의 탑재가 가장 빠른 추세임
▪ 유럽 완성차업체들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BMW는 4시리즈 이상에서 LED 전조등 (Headlamp)을
적용하고, Audi는 2014년형부터는 준중형 A3까지 모두 Full LED 전조등과 Mercedes Benz는
신형 S-class, E-class가 Full LED 전조등을 적용
▪ 자동차 전장조명 분야인 LED 전조등의 경우 Hella, Valeo, Continental 등 유럽업체와 Koito,
Ichiko 등 일본업체가 9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BMW는 4시리즈 이상에서 LED
Headlamp를 적용하고, Audi는 2014년형부터 준준형 A3까지 모두 Full LED Headlamp를
적용하고 있음
▪ Mercedes-Benz는 멀티빔 LED헤드램프, Audi와 오펠은 메트릭스 LED헤드램프, BMW의 다이나믹
스팟 라이트, 발레오의 하이빔 어시스트 시스템, Audi와 BMW의 레이저 헤드램프(하이빔), 헬라의
OLED 후미등 등의 신제품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음
▪ 스탠리 등은 LED전조등에 라이더 등 센서를 탑재하여 자율주행차에 적용하는 등 자동차용
실외조명에 센서를 부착하는 제품이 출시
[ 자동차 실내외 조명 기술 ]

* 출처 : C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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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Benz 자동차의 S-쿠페 모델에 적용한 OLED 리어램프와 새로운 디자인 컨셉의 OLED
리어램프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3D 개념의 후미등이 속속 출시되고 있음
▪ 보쉬, 야마하, 토요다 등은 미래형 자동차의 실내는 움직이는 디지털 거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내 인테리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명이기 때문에 탑승자의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조명 기술 확보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자동차용 실내조명 개발 중
▪ 또한 최근에는 주차장 등에서 전·후진 할 때와 정차나 주차중에 문을 열 때 등에 Around
Lighting과 Courtesy lamp가 채용되어 차량의 다음 움직임을 주위에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명을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13년부터 EEDI 제도 시행으로 선박조명에 고효율 LED조명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 선진
선박조명업체의 선점으로 높은 진입장벽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이 매우 미비하고 글로벌 해외
선도기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Glamox 사가 독보적인 우위 선점
▪ 최근에는 Glamox가 MAX ICE라는 극지용 41℃에서까지 사용가능한 해양플랜트용 LED조명
제품을 개발하였고 Orga, Technor, Govan, Hydrosphere, CR Control Systems 등 해양
플랜트용 방폭 LED 등 제품 활발히 출시되고 있음

 철도 및 선박에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헤드램프나 자율주행을 위한 조명 솔루션을 적용하여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내조명은 고신뢰성 확보와 표준 플랫폼 형태의 표준화를
통해 호환성 및 제품 가격 절감을 위해 기술개발 추진
▪ 철도차량용 융합조명은 실내조명과 실외조명(전조등, 후미등, 표시등) 및 상태등으로 사용하며, 영국
Craig/Derricott, 독일 JFUER HR과 프랑스 MAFELEC, 싱가폴 OXLEY, 일본 Hitachi등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
▪ 영국 Craig/Derricott는 LED Tube 타입(300mm~1800mm) 철도 실내조명, 일본 Hitachi는 Bar
타입의 LED철도조명 개발
▪ 중국업체(북차집단공사 CNR, 남차집단공사 CSR합병)를 중심으로 세계 철도 조명시장의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지원 및 내부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잠식
▪ 선박용 융합조명은 ’13년 EEDI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LED조명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 선진
선박조명업체의 시장선점으로 높은 진입장벽 존재
▪ 글로벌 해외 선도기업이 세계 선박 융합조명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Glamox사가 독보적인 우위 선점
▪ 최근 Glamox가 극지용 해양플랜트용 LED조명 제품(MAX ICE)을 개발하였고, Orga, Technor,
Govan, Hydroshpere, CR Control Systems 등 해양 플랜트용 방폭 LED 조명 개발

◎ 정보/디스플레이 융합조명
 디스플레이 융합조명의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는 S/W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상황 인지
기반의 다양한 인터렉션 컨텐츠 제공이 가능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기존 OLED 디스플레이보다 전력 소모량이 매우 낮고 화면 밝기가 뛰어나 향후
Apple의 스마트 와치 등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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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y(⽇)는 마이크로 LED 초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 CLEDIS(Crystal LED Integrated Structure)
개발하였으며, 패널 내에 RGB 마이크로LED를 배치해 각 화소를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자체
발광하고 대형 화면에 적합한 시야각 180도, 베젤 없이 단위모듈을 무한대로 확장 가능
▪ NEC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Philips는
협력사인 MMS와 함께 타깃광고가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개발
▪ Planar, Panasonic, Scala 등을 중심으로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터치스크린과 상황인지 안내 서비스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Planar사의 98인치 터치스크린, Panasonic사의
Interactive Signage 제품군을 출시
▪ 미국 Apple은 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업체 럭스뷰
테크놀러지(Ruxvue Technology)사를 인수하였으며, 일본 SONY와 중국 BACO 사의 LED 픽셀 TV
시제품 출시로 인한 마이크로 LED의 디스플레이 적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 Philips는 섬유‧직물에 마이크로 LED를 전사하여 패션의류 개발하였으며, 유연기판에 RGB LED를
형성하고 어레이를 만든 후 섬유나 직물에 삽입하고 20㎠ 넓이에 14x14픽셀 어레이를 가지는 Fabric
display를 구현
▪

오큘러스(美)는 마이크로 LED 적용 VR‧AR
창업기업(인피니LED, 아일랜드) 인수하여 개발 추진

디바이스

개발하였으며,

마이크로

LED

연구소

◎ 농수산 및 의료/바이오 융합조명
 최근 다양한 파장의 고효율 LED 광원의 개발과 함께 스펙트럼 제어가 용이해지면서 농수산,
및 의료/바이오 분야의 융합조명 제품 출시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Philips, Osram 등
조명 글로벌 선진사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루미레즈는 LUXEON SunPlus 시리즈를 출시하여 다양한 파장을 식물생장에 적합하도록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LED 패키지를 제공하고, Philips는 식물생장용 램프, 선형 등기구 등 약 4종의
제품을 출시하여 Tailor-made light recipes를 제공

[ 식물생장용 LED 조명(좌-Osram LED모듈, 우-Philips LED조명기구 4종) ]

▪ Osram은 Osram Opto Semiconductors, LEDiL, Mechatronix, Cezos 및 ICT Suedwerk와
협력하여 LED 기반 원예 조명 모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며, 다양한 파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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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은 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주로 자동화설비를 갖춘 유리온실 형태로서 엽채류․허브․과채류 생산 및 신품종 육종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거나 품종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고 있음
▪ 일본은 태풍,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따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Toshiba, Panasonic 등은 대기업도
참여하는 식물공장 기술개발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규모 식물공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되어 원전사고에 의한 오염지역에 식물공장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지역의 부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에는 기후 환경이 좋지 않은 동남아시아, 극동지방, 중동지역 등에서 식물공장 건설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식물공장용 LED조명을 개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세계적인 의료시장 트렌드는 첨단화, 정밀화, 고급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U-헬스케어로 통칭되는
예방의학, 대체의학 분야의 활성화되고 있으며, 광기술이 의료기기에 활용된 것은 레이저가 산업
기술적으로 진보되면서 부터이고 최근 레이저 이후 LED 이용 의료기기 각광을 받고 있음
▪ Philips는 최근 LED를 이용한 병실조명과 의료기기와 연계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의 Photo Therapeutics, 미국의 Light BioScience
등을 중심으로 LED를 이용한 피부진환 치료기를 생산하고 있고 최근 Philips, Osram, GE의 글로벌
3대 조명메이커 회사들이 LED를 다양한 의료 및 바이오 헬스 기기에 적용 개발하고 있음
▪ Stanley는 다른 패키지 업체와 차별되게 IR 센서용 패키지와 모듈에 대한 솔류션과 살균용으로 사용된
UV-C 패키지를 출시하였으며, 가시광 영역의 LED 패키지는 기존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낮으므로
IR과 UV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 감사 카메라용 고출력 IR LED와 공기 및 물 살균용으로 사용되는
50mW급 세라믹 구조의 UV-C 패키지를 출시

◎ 무선/ICT 융합조명
 조명과 IT의 융합된 Connected 조명은 전통조명에 새로운 기능 및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LED의 고속 점멸 특성을 통신망에 적용하는 제품 개발 진행
▪ ’Lucibel’는 수백만 유로를 Li-Fi 기술을 융합한 LED 조명기기, USB키 및 수신기 연구개발 및
생산라인 설치에 투자한 결과, 데이터 전송속도 초당 42MB의 Li-Fi 제품을 상용화
▪ Philips는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PoE기반 커넥티드 조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휴(Hue)와 같은 개인형 네트워크 조명기기부터 공공 실외조명 제어/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유/무선의 다양한 형태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ZLL, TALQ 등 프로토콜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GE, Osram 등은 6LowPAN, PLC 등 여러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어/감시가 가능한 조명
네트워크망을 개발하였고, Hess(독일)는 조명 폴에 조명은 물론 CCTV, WiFi, 전기충전기, 비상급수
기능을 일체화하여 다중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을 출시
▪ Nextek 등 Emerge alliance에 소속된 기업들은 POE(Power Over Ethernet)을 적용한 DC 조명 및
제어시스템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여 타 시스템에서의 접속이 용이한 조명 네트워크 유선망을 구축
▪ 최근 LED를 이용한 무선통신 OWC(Opticla Wireless Communicatuion)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 Philips, Osram, Intel, Siemens 등이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IEE 802.15)가 추진 중에
있으며, Li-Fi 추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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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융합조명 분야에서 Philips, GE 등은 VLC(Visual Light Communication) 기능이 포함된 조명을
이용하여 대형마트 안의 사용자 위치에 따른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점차 서비스를 확대 하고자 하고 있음
▪ 미국은 Intel의 원거리 저속은 일본과 유사하나 세부 기술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스톤
대학의 LAN 대체, 켈리포니아 대학의 채널 모델, 보인 항공사의 여객기내 무선통신 서비스,
인터넷디지털 조명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스페인에서는 건축가인 Carlotta de Bevilacqua와 Collaboration을 통해 전통과 미래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LED와 OLED를 접목한 IoT 융합조명제품을 개발함

◎ 문화/관광 융합조명
 최근 LED를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즈 스마트 광고와 아키텍처먼트와 미디어 건축 조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Google TV는 프로그램 선호도,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Intel, 후지TV(NEC) 등은 동작인식, 안면인식 기술 등을 TV셋톱박스에
내장하여 광고 몰입도를 측정하는 등 차세대 광고효과 측정기술 개발 추진
▪ 마이크로소프트(MS) : 동작인식 기기인 키넥트(Kinect)를 이용해 가상으로 의류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 쇼핑 서비스 (Swivel)를 개발하였으며, 미국 케이블 업계는 컴캐스트, 타임워너,
콕스, 케이블비전 등 6개 MSO가 맞춤형광고, 양방향광고 제공을 위한 카누(Canoe)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는 네트워크와 연결된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ㆍ 패널 ㆍ
건물외벽 ㆍ 홀로그램 등)로 옥내외 대중공간에서 광고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LED 아키텍처먼트와 미디어건축조명은 A. C. Entertainment Technologies,
ADB [Belgium], Philips (Color Kinetics, Selecon, Strand, Vari Lite), Traxon Technologies 등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 정보/디스플레이 융합조명
 디스플레이 융합조명의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는 가전 및 통신관련 대기업이 기 확보된
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
▪ 국내 삼성전자는 CES 2019에서 마이크로 LED와 AI를 적용한 146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고 8K 해상도의 98인치 퀀텀닷 TV를 전시하였으며, IoT카메라, 스마트 벌브, 온습도계 등을
결합한 IoT TV도 출시
▪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는 디스플레이 개발, ETRI, 중소기업 등에서는 클라우드기반 플랫폼 S/W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콘텐츠/서비스 개발은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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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는 CES 2019에서 LG Rollable OLED TV와 세계최초 8K OLED TV 등을 전시하여 혹평을
받았으며, 웹 OS를 탑재하여 휴대폰,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와 연동되고 전자칠판으로도 활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인터랙티브 메뉴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ETRI는 복합상황인지, 이종 스크린 간 콘텐츠
변환이 가능한 S/W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음
▪ KT는 NFC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연계 정보제공이 가능한 NFC 미디어폴을 LGU+는 LTE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영상통화 및 각종정보제공이 가능한 제품과 얼굴인식 솔루션을 적용하여 타깃
광고가 가능한 광고플랫폼 등을 출시

◎ 수송기기 융합조명
 수송기기 융합조명은 국내 스마트 헤드램프는 아직 시작 단계로 일본, 유럽과 같은 브랜드의
Matrix 헤드램프는 개발 완료되었고, 여전히 AFS 수준으로 개발 및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LED 헤드램프 시장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LED를 매트릭스로 배열하고 통합 광학계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하이빔과 스팟 조명,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ADB) 및 지능형 로우빔(AFLS)의 다기능 구현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임 매트릭스
광원구조 적용으로 기구부가 없어 고장의 위험이 적고, 개별 LED 제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기능전환이 가능함
▪ 자동차 조명업체인 SL, 금호 HT와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 LED패키지 업체는 이미 차량용
LED전조등, 정지등, 후미등을 포함한 LED자동차 조명 제품 기술 개발을 완료 후 상용화 진행
▪ 에스엘(SL)은 조명으로 다양한 패턴이나 형상을 노면에 조사할 수 있는 DMD(Digital Micro Mirror
Display)기술을 헤드램프과 차량 후진 시 후진 여부를 알려주는 조명을 조사함으로써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이 후진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리어 램프 등을 개발하여 출시
▪ 현대모비스는 차량 앞뒤에 장착된 특수 디스플레이를 통해 글씨나 아이콘 등을 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라이팅과 40만개에 달하는 미세한 거울로 헤드램프 불빛을 조정해 노면에 특정
신호들을 구현할 수 있는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 헤드램프, 감정을 인식하는
생체인식을 통해 인테리어 조명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2021년에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인식해
노면에 횡단보도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물웅덩이를 우회하도록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현대기아는 세계 최초로 LED광원을 이용한 지능형 광 제어 시스템인 AFLS을 개발하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LED헤드램프의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특히 K9 LED 헤드램프 Low
Beam은 세계 최초 Full LED AFLS 기능을 구현함
▪

국내 선박용 조명 제조 산업은 대양전기공업과 극동일렉콤의 과점 시장체제에서 최근
대양전기공업으로 독과점 시장 전환되었으며,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조명을 대부분 LED로
국산화하였음

▪ 최근 선박의 에너지효율(EEDI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고효율
LED 조명 시장의 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우신에이팩 등은 신규 사업으로 선박조명 사업 추진 중
▪ 국내 철도시장은 제이케이에이(JKA), 브이씨텍 및 우진산전 등 중소기업에서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융합조명을 기술개발하고 있으며, 실내 모듈 표준화 부재로 인해 기술개발 및 양산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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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도차량 전조등 기술은 제품의 다양성 및 기술 개발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아직
고광도 전조등 구현을 위한 광학 기술 및 방열 설계 기술 등 부족한 상태임

[ 국내 제이케이에이 철도용 전조등 개발품 ]

◎ 의료/바이오/환경 융합조명
 피부치료용 LED 의료기기 국내기업은 루트로닉, 엠아이테크, 사이닉스, 에코 메디슨,
원테크놀로지 등이 활발하게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국내 BB 마스크, 원텍 등의 중소기업에서는 적색 및 근적외선 LED를 적용하여 피부미용기기,
탈모치료기 등을 출시하였으며, 사용 목적에 적합한 LED 파장을 최적화하고 있음
▪ 2017년부터 LG 프라엘의 '더마 LED 마스크'를 대기업 최초로 출시와 부자의 3파장 시스템으로
피부 타입별 사용 가능한 셀리턴 및 보미라이의 국내 최초 원적외선 마스크의 3강구도로 시장점유
▪ 루트로닉은 상처 치유용 LED치료기 개발 및 시장진입 초기 단계이고, 엠아이테크는 국내 생산제품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치료기를 판매하고 있음
▪ 이외 사이닉스(LED 응용 여드림 치료기 포토라이트), 에코 메디슨(LED 이용한 우울증 치료기
기술개발), 원테크놀로지(OAZE 헬멧 타입 탈모치료용 의료기기)가 개발

 LG이노텍과 서울바이오시스는 살균용 UV LED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LG이노텍은
세계 최고 광출력인 100mW UV-C LED 개발하여 흐르는 물이나 공기까지 살균이 가능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에 적용
▪ 덴탈에이스는 최근 한국광기술원과 공동으로 저전력 및 저발열과 넓고 균일한 배광, 그리고 색온도
가변을 실현할 수 있는 저가격형 치과 진료용 조명을 개발하여 미국의 벡터네이트 USA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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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ICT 융합조명
 IT융합 조명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스마트 조명개발기술과 중소기업위주의 조명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및 공사들의 주도하에 공공조명 제어/감시
시스템 보급 확대 중
▪ KMW는 LED 공장등 및 보안등에 CCTV를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정호 TLC는 지능형 빌딩
제어 기술에 조명제어 시스템을 접목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원격제어 및 조명에서 타 기술과
접목하여 정보획득이 가능한 기술 및 제품들을 여러 기업에서 출시
▪ 필룩스의 SIH(Sun in House)는 자연의 빛을 재현하는 첨단 인공조명 시스템으로서 단순한 빛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완벽성을 추구하는 감성조명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시하였고, 최근에는
IoT LED 조명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상황에 맞는 조명연출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

 유양디앤유는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인 라이파이(Li-Fi) 개발을 완료하여 제품 상용화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카, 방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추진

◎ 농수산 융합조명
 국내 식물공장은 재배시스템 개발업체, 영농업체, 식품업체, 건설업체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재배시스템 개발업체는 LED광, 센서, 재배시스템 등을 식물공장에 접목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현재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
▪ 이들은 국내 보급용 소형 식물공장시스템, 해외 수출용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등을 개발·생산 중이며
식물공장의 시설 설치비가 높아 판매 부진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비 인하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주요 업체로는 인성테크, 와이즈센싱, LG CNS, 카스트친환경농업기술, 오디텍, 파루, 세기교역상사,
유양디앤유 등
▪ 말타니는 광효율이 65 lm/W 실현 Plasma 식물성장용 조명을 개발하였으며, 광양자속밀도(PPFD :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가 고압방전램프에 비해 167%(LED : 148%) 우수하며
수명은 50,000시간 이상, 유해물질(Hg, Pb, As 등) 0㎎으로 ROHS 규정에 만족

 융합조명시스템 연구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파장의 LED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융합조명시장이 초기
진입단계이며 표준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상용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LED 조명 연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0건 정도이며, 그 중 LED 광원이나 소재를
제외하고 수송기기 등 융합 조명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한 중장기 연구는 약 5% 이하 수준임
▪ 2005년부터 한국광기술원은 자동차 LED 전조등(LED, 레이저 등), DRL, 내시경, 피부치료기,
선박용 방폭등, 등명기 등 약 50여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련하여 표준 및 실증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 제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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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융합조명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동향 ]
부처

사업명

과제명

과제기간

총연구비

(구)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정보디바이스산
업원천기술개발

기후 환경 변화 대응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색온도 변환 스마트 LED
전조등 제품화/표준화 기술 개발

2015~2017

40억원

(구)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정보디바이스산
업원천기술개발

LED 융합 의료용 파장가변 광원 개발 및
유효성 검증

2015~2017

35억원

산업통상
자원부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AFS 와 LED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자동차용 LED 전조등 개발

2012~2015

26억 9,000만원

(구)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정보디바이스산
업원천기술개발

LED 융합 해양/선박용 본질안전 방폭등
상용화 및 표준 개발

2014~2017

37억원

(구)지식
경제부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생리감응형 LED 조명시스템 개발

2009~2012

30억원

(구)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정보디바이스산
업원천기술개발

LED 융합 해양/선박용 본질안전 방폭등
상용화 및 표준 개발

2014~2017

37억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국제협력

산업 및 의료용 Deep UV LED 기술 개발

2010-2015

18억원

* 출처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NTIS(국가 R&D 사업관리)에서 나타난 융합조명시스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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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중요 기업 동향 ]
회사명

국가

설립연도

관련 동향
•Signify로 사명 변경 후 조명 솔루션 및 융합조명 사업에 집중(’18)
•조명관련 세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최근 조명 사업은 매각하고 의료기기,

PHILIPS

네델란드

1891

바이오헬스 등 융합 시스템 솔루션 사업중심으로 개편(’15)
•LED 및 조명시스템을 이용한 Solution 사업 확대 ((美)Color Kinetics 等 글로벌
조명 제어 및 관리 시스템 전문 업체 인수)
•Siri 및 Alexa 플랫폼 연계, SW 컨텐츠는 eco-system 파트너사 협력

OSRAM

독일

1906

•’17년 자동차 부문은 성장하였으나, 조명 솔루션 시스템 부문은 취약
•Siemens 반도체와 M&A를 통해 자회사인 Osram 옵토세미컨덕터 설립, 자동차용
LED조명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면 관련 수요기업과 협력 추진
•세계 TOP 43 그리고 35개국에 지사, 자동차 부품회사(헤드램프 등)

HELLA

독일

1899

•2016년 LG전자와 차세대 ADAS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 파트너십 계약
•2000년 국내기업 SL과 공동합작 회사설립(에이치에스엘 일렉트로닉스)
•최근 LG전자 공동으로 OLED 후미등(range rover evoque) 개발
•최근 라이더 등 센서 채용 LED전조등과 스마트가로등, Arroung Lighting 등

Stanley
Electric

일본

1920

개발하여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산업과 연계 추진
•주요 판매처는 전장 및 전자기기용이며, 자동차용 부품산업에 강점을 이용하여,
헤드램프(Headlamp)에 LED가 적용된 제품 개발 출시
•조명사업부분은 2019년까지 완전 매각, 항공과 헬스케어, 전력 부문 집중

GE

미국

1892

•GE는 한국 등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철수, 북미, 유럽, 중동에 역량 집중
•알렉사를 탑재해 음성명령으로 점멸할 수 있는 스마트조명 ’더 시’를 출시
•스마트시티 이동수단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하는 조명(가로등 등) 개발
•IT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홈 및 스마트가전과 융합하는 조명 시장에 주력

삼성전자

한국

1969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LED 패키지 및 조명의 중국 OEM 진행
•삼성LED를 2012년부터 편입 이후, 조명용 LED 풀 라인업을 구축했음
•최근 자동차용 LED와 살균, 공기정화, 정수용 UV LED 개발에 주력,

LG이노
텍

한국

2000

•’17년 12월 세계 최초 100mW급 UV-C LED 개발, 200mW급 개발중
•사업초기부터 LED를 생산하였으며, LED 패키지 풀라인업 생산
•최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과 DMD, 생체인식 및 자율주행 실내조명 개발

현대모비
스

한국

1977

•’16년 레이저 적용 헤드램프와 OLED를 이용한 RCL 개발하여 상용화 중
•’11년 국내최초 K9차종에 Full LED 헤드램프를 양산 적용
•에스엘라이팅과 합병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경쟁력 강화

SL

한국

1954

•최근 멀티어레이 LED 헤드램프, AFLS, 레이저 헤드램프 개발에 성공
•50년간 자동차 헤드램프 및 각종 램프, 미러 등 자동차조명 전문기업
•국내 최초 NVIS compatible 기술을 활용한 LED 항해등을 개발

대양전기
공업

한국

1977

•국내 선박용 조명 전문업체로써 국내 유일하게 선박용 LED조명 풀라인업을
하였으며, 철도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가시광통신 Li-Fi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제품인식 및 정보전송 가능 LED IT

유양디앤
유

한국

1976

오디텍

한국

1999

필룩스

한국

1979

융합제품 상품화
•전자집적회로 전문기업으로써 가로등, 식물생장 등 LED조명 제조업체
•LED용 다이오침과 광센서 제조 업체이며, 최근 식물공장용 식물생장 제어 LED칩과
조명기기를 개발하여 상용화 추진중
•’17년 스마트조명연계 필마스터(스마트홈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실증
•LED를 활용한 색온도 제어를 통해 세계적인 감성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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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융합조명시스템 기술 분야 주요 연구개발 기관
▪ 한국광기술원 조명융합연구본부(본부장 송상빈)
- 융합조명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로 LED에피/칩/패키지 광원분야와 방열/광학/기구/회로 설계 및
조명기구 개발, 자동차, 해양, 의료, 웨어러블 등 융합 분야 효과 검증 및 실증, 인증에 대한
인프라 구축
- LED 자동차/의료/농생명/해양수산/IT/웨어러블 등 다양한 융합조명 분야 산업동향
융합플랫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시험 측정, 실증 등 다양한 기업지원 추진 중

분석

및

- 융합 광원 및 조명 성능 및 신뢰성 분석 지원과 전문기관의 특허 전문가 활용을 통한 국내외 LED
융합 분야별 특허 분석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LED융합산업허브구축사업 총괄 및 허브기관(본부장 백종협)
* 마이크로 LED 광원/융합기술, LED IT융복합 집적화기술, LED센서/통신 융복화 기술 확보
* 적외선 LED 광특성측정시스템 등 LED융합(광학, 방열, 회로, 공정 등) 관련 장비 구축 31종
- 조명부품소재연구센터 : 패키지/모듈/엔진화 설계/공정, 조명 소재부품 등
- IoT조명연구센터 : 조명융합 핵심기술, 자동차, 웨어러블 등 융합 제품개발 등
- 조명솔루션센터 : 스마트 융합조명, 지식서비스 융합조명, 헬스케어 융합조명, 실증/리빙랩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성과는 민간최초 감성조명 등 연구개발을 통해 약 100개 기업 매출
약 2.0천억원 달성과 가로등, 자동차, 등명기 등 기술이전 58건, 상용화 105건, 공동기술개발
211건, 그리고 러시아, 카타르 등 해외진출 기술, 실증 등 기업지원 약 4,000건 실제적 지원 등
▪ 한국광산업진흥회(부장 송원만)
- 허브 및 권역별 센터의 보유 인력, 장비, 기업, 제품, 전시회/학회, 특허 및 표준화 정보 관련 공유
DB 구축 지원 및 신뢰성/ 성능 장비에 대한 초광역 지원 장비 분류 및 DB화
- LED 융합 제품의 글로벌 자립기반 마련, LED 융합 제품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실질적인 수출 지원
- LED 융합산업 종합 정보망 운영
▪ 한국나노기술원 광교LED융합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재혁)
- LED 특수파장 분야 융합 플롯폼 구축과 특수파장 UV/IR LED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 Augmented Reality용 micro-LED display 및 GaN-based LED epi & chip 플랫폼 기술 지원
▪ 한국조명연구원(본부장 신상욱)
- 수도권 지역의 R&D, 표준화 및 인증 등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과 융복합 산업 LED의 응용 기기의
디자인 기술 지원
- 특히 태양전지와 연계한 에너지 융합 조명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및 기술개발 추진
▪ 부경대학교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센터장 유영문)
- LED-해양 융합 기술에 특화하여 관련 기반구축 및 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조선·해양플랜트·해양환경 LED융합조명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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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 스포츠 공연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조선해양플랜트용 본질안전 LED방폭조명 기술 개발 등 5년간 공동연구 27건 수행
▪ 전북대학교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센터장

홍창희)

- LED 농/생명 융합 응용분야의 신산업 산업화 촉진 및 서남권 LED 관련 산업의 지방 활성화를 위해
LED 농생명조명을 이용한 LED 식물공장 활용 친환경 먹거리 생산, 플랜트산업, 종묘산업,
분자농업 등 고부가가치 신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지원
- 특히 에너지 자립형 자동제어 LED식물공장 기반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 영남대학교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교수 이찬수)
- LED 산업을 자동차, LED 및 조명과 IT산업을 융합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융합형
기술개발지원, 광원 및 신뢰성 평가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
- 특히 최근에는 UV-C LED 개발을 위한 MOCVD를 이용한 UV-A LED 기술개발 지원
▪ 제주테크노파크(팀장 박기석)
- 디지털 융합 센터 중심 특화 산업 기업 지원 : MICE 융합 LED 스마트 조명 제어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녹색성장 핵심 전략 사업인 스마트그리드 산업과 연계한 LED 조명을 활용을 위한
실증단지인 테마파크·체험관·박물관 등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생태진화 및
야간관광 특화형 조명 상품의 글로벌 브랜드화
▪ 강원대학교 LED국방융합기술연구센터(센터장 김훈)
- LED국방융합기술연구센터 중심 특화 산업 기업 지원 : SSD(Safety, Security & Defense) 분야
LED 조명 등 기 구축 연계 산업 및 기술 개발 클러스터와의 협업
- 철원군 플라즈마 산업 (OLED 및 신광원 개발), 원주클러스터(의료기기 산업), 춘천클러스터
(바이오산업), 강릉클러스터 (해양생물산업, 신소재산업), 삼척클러스터(방재산업)를 중심으로 의료
바이오 항만조명, LED 방열제 개발 산업을 육성 지원
▪ 중원대학교 LED한방바이오융합기술연구센터(교수 허용황)
- 바이오관련제품과 관련되는 LED파장 선별 및 설계, 바이오관련 LED조명 시스템의 기술 연구 등
- LED 바이오융합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지원, 관업체와의 “mentor-mentee” 혹은 기술 및 정보교육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팀장 고재준)
- LED 융합 KC, KS, 환경, 조달, 해외인증(CEC, CB, CE, DALI, DLC, Lighting Facts) 시험 업무
- 미국 에너지스타(Energy Star) 공인시험기관(램프, 등기구, IES LM-79-08, IES LM-80-08 등)
- 미국의 DesignLights Consortium(DLC), Lighting Facts Label 공인시험기관
- 미국 캘리포니아주 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 공인시험기관
- 국내 최조 조명기기 에너지 효율 NVLAP 공인시험기관
- 대표적인 유선 프로토콜(DALI) 시험 평가 시스템 구축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조명센터(강정모 책임)
- 전장용 및 의료용 등 특수목적 LED 광원/ 모듈 신뢰성 연구 개발
- OLED 광원/ 조명 표준화 및 연구 개발

311

전략제품 현황분석

- 스마트 조명 및 인간 중심 조명 관련 표준화 및 연구 개발
- LED PKG 및 OLED 신뢰성 평가와 다양한 LED 및 OLED 조명 특성 평가
- KOLAS 공인 시험 성적서, 안전인증(KC) 및 KS 시험 및 인증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효율등급 시험, CE 및 UL 시험, 환경표지 시험 외

◎ 연구개발 자원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제품서비스기술/공정·품질기술/산학연협력기술/상용화기술/재도전기술 개발사업
- 연구기반활용/중소기업R&D역량제고/선도연구기관협력/산학연Collabo R&D 사업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지역기업 개방형 혁신 바우처 사업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공통기술개발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LED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산업통상자원부-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 차세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최소 침습 광의료, 근거리 초고속 통신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 상용화 기술 개발
* (디스플레이) 스마트 워치, 가상현실(VR), 자동차 HUD 등
* (의료) 진단치료를 위한 생체내(in-vivo)/패치형 LED 등
* (통신) LED ID, LED 카메라통신, Li-Fi용 LED 광원 등

- 환경, 의료, 반도체 등에 활용 가능한 파장대별 자외선 LED 개발
*

살균·정화·환경용 UV-C(100~280nm)
(315~400nm) 광원 등

광원,

바이오/의료용

UV-B(280~315nm)

- 안전, 보안 이슈 대응을 위한 고출력 적외선 LED 개발
* Night vision, 광레이더(Lidar), 근거리 적외선 통신용 광원 등

- (LED-IT) IoT용 센서융합형 LED 광원 및 집적화 기술 개발
* 모바일기기용 LED 초소형화 집적 기술, 5G 데이터 송수신 LED엔진 등

- (LED-수송) 실내·외 조명 및 자율주행 자동차용 LED모듈 개발
* 고해상도 LED 매트릭스 전조등, 차량/인프라 간 정보교환 LED 가로등 등

- (LED-의료) LED 기반 광의료 기술 및 진단기기 개발
* 자가진단형 광테라피 LED모듈, 생체리듬 맞춤형 조명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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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노광기용

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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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해양) LED 적용 고부가 해양 융합 기술 개발
* 가혹환경 방폭조명 등 산업안전용 LED특수조명, 수산생물 재배어업용 LED융합 시스템 등

- 소량 다품종 LED융합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분야별 표준 융합엔진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
*
*

(농생명) 대규모 식물공장, 종자․종묘 및 약용작물 재배용 플랫폼
(해양) 선박용 방폭등, 플랜트 조명, 수산양식용 조명 플랫폼
(의료) 파장별, 치료부위별 광의료용 조명 플랫폼
(에너지) LED-ICT 융합 제로 에너지빌딩용 플랫폼

-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 해소, 다학제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LED 융합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타겟시장별 제품 개발, 환경․실증 시험,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원스톱 지원
- LED 조명에 대한 보급정책을

공공주도에서 민수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 기업 인증부담 경감, 인증 획득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시범사업 발굴
* 대·중소기업 협력형 R&D*, 상생협력 제품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등

▪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이 첨단 고가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고용노동부)
- LED 조명 기초, 실무, 설계, 연구개발, 측정 분석 등 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
-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산업대학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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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융합조명시스템 분야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부경대학교, 전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철원 플라즈마 산업 기술 연구원에서 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융합조명시스템 기술 분야 주요기관 연구분야 ]
기관

소속
조명융합연구본부
조명소재부품연구센터

한국광기술원

IoT조명소재연구센터
조명솔루션연구센터
마이크로LED연구센터
시험인증지원센터

연구총광본부
융복합연구센터
한국조명연구원

•LED 에피/칩/패키지 제조 공정 라인을 비롯하여 LED/OLED 융합조명
관련 엔진/방열/ 광학/기구/회로/ 시스템/실증 각 분야 전문가 약
100여명이 융합조명 분야 년간 20여건 연구개발 진행 중
•약 2,500평 규모의 연구장비, 시험인증 및 실증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 실시

•조명산업 및 전후방연계산업, 이종 융합산업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기획 및 연구개발 수행

빛환경융합센서

•ICT융합 조명/에너지시스템 분야 재난안전 관련 스마트도로조명

시험총괄본부

안전플랫폼 분야, 인간중심 조명 분야, 태양광 실증사업 분야,

남부분원

프리미엄 조명 분야, 빛환경(공해) 분야의 사업을 기획/수행 등

부경대학교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

전북대학교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철원플라즈마

광/디스플레이 융합사업본부

산업기술연구원

플라즈마응용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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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조선/행양플랜트, 수산/해양바이오, 해양항만/해양도시 의 산업기술과
LED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장비지원 및 시험인증) 수행

•농생명 기반 LED 융합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시험인증, 전문인력양성 등)
•에너지자립형 자동제어 LED식물공장 기반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조명 및 신소재 융합과 광/디스플레이 융합 연구개발 및 신뢰성 평가
•퀸텀닷 식물생장용 LED조명와 에너지 환경 융합 소재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융합조명시스템

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인공 광원과 첨단(IT, BT, NT, CT 등) 기술을 융합하여 수송기기,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
농수산, 정보가전 등 일반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조명기기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서 CO2 레이저 기술, 스마트 윈도우 기술, 플렉시블 조명 기술, 의료용,
농생명용 LED 조명 등이 포함됨
[ 융합조명시스템 기술 분야 요소기술 ]
요소기술

코드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A

다양한 도로환경에 최적화된 빔패턴 구현이 가능한
차량용 전장 조명 기술

의료용 LED조명 기술

B

수술 진단용 검사 장비, 의료 치료용 기기, 병실 및 수술
조명 등 의료/바이오에 사용되는 고연색성, 파장가변
광원 구현 기술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C

농생명분야의 식물 및 미생물 생장을 위한 선택적 파장
구현 LED 조명 기술

D

FPCB 및 MPCB 등 다양한 분야의 PCB제작에서 다층
PCB 제작 시 기계적 결합을 위한 홀가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홀가공을 용이하게 하여 후방
산업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전파하기 위한 기술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E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친환경 고 효율
태양전지 기술과 박막형 투명 OLED 기술, 센서 내장형
사물 인터넷(IoT) 시스템 기술이 융합된 “환경 분석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윈도우 시스템 기술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F

3차원 홀로그램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영상 구현에
사용되는 초소형 마이크로 LED 광원을 활용한 조명 기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G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합형
자회선 LED 조명기술
미세먼지,VOCs,NOx,SOx,부유세균등의저감을통한공기질
개선을위한고효율융합자외선LED조명및응용기술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H

위생, 환경정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살균 및
멸균 특성과 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LED 조명 및 응용
기술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I

PET 투명 소재를 이용한 RGB Flip-chip 본딩 기술을
적용한 플렉시블 & 웨어러블 조명 기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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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레이저 및 응용 기술 분야의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 융합조명시스템 기술 분야 국가별 요소기술 특허건수 ]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A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441

310

364

475

238

1,828

B

의료용 LED조명 기술

32

143

65

81

92

413

C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272

202

315

123

223

1,135

3

2

0

0

1

6

26

4

0

1

1

32

D
E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F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96

124

17

43

151

431

G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259

149

119

42

59

628

H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325

38

28

14

18

423

I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224

238

225

74

266

1,027

1,678

1,210

1,133

853

1,049

5,923

합계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분야에서는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의료용 LED조명 기술은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일본, 한국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은 전체적으로 관련 특허 출원 실적이 미미함
▪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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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은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H)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의료용 LED조명 기술(B)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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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LED조명 기술(B)은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수는 미미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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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의료용 LED조명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의료용 LED조명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분야 및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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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10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미국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 또한 미국임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미국은 질적 수준도 높고 시장성 또한 높은 국가
쪽으로 조사됨
[ 각국의 시장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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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KR

1678

1.070918

1.327273

US

1210

1.169421

4.901515

JP

1133

1.075022

1.223558

TW

365

1.030137

0.984043

CN

354

1.084746

0.748428

DE

320

1.071875

0.746269

전체평균

114.96

1.1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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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이, 공백기술은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로 나타남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에서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A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

B

의료용 LED조명 기술

●

C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

D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

E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

F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

G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

H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

I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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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요소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A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빔 패턴 형성 기술

B

의료용 LED조명 기술

C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D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관련 국내 특허 없음

E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액정을 이용하여 투과도를 조절하는 기술

F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적외선 LED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기술

G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UVLED를 이용하는 기술

H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UVLED를 이용하는 기술

I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치료목적으로 복수의 파장을 방출하는 기술
•식물의 인공광합성을 위한 기술

•플렉서블 회로기판을 이용하는 기술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대부분의 요소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에서는 빔 패턴 형성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의료용 LED조명 기술 분야는 치료목적으로 복수의 파장을 방출하는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에서는 식물의 인공광합성을 위한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분야는 전체적으로 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분야로서 관련 한국 특허 역시 없음
▪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에서 액정을 이용하여 투과도를
조절하는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에서는 적외선 LED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분야는 UVLED를 이용하는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분야는 UVLED를 이용하는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분야는 플렉서블 회로기판을 이용하는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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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 또한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로 나타남
▪ 융합조명 시스템이란 일반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조명기기 및 제어시스템을 의미하기에,
다른 기술분야의 성장과 자연스레 연동되어 성장되는 기술분야임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차량용, 의료용,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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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요소기술

A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기술집중도

●

주요출원인

국내 특허동향

•SL

•대기업 중심

•Koito Manufacturing

•SL,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등

•현대모비스
•OSRAM
B

의료용 LED조명 기술

●

•대기업 중심

•Panasonic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Corning
•Toshiba
C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

•대기업 중심

•LG이노텍

•LG이노텍, 삼성전자 등

•Epistar
D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E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

◕

•Flextronics

•관련 국내 특허 없음

•LG전자

•대기업 중심

•한화폴리드리머

•LG전자, 한화폴리드리머,
전자부품연구원 등

•전자부품연구원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F

●

•PlayNitride

•대기업 중심

•X-Celeprint

•LG전자, 루멘스,,
한국광기술원 등

•LG전자

G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

•서울바이오시스

•대기업 중심

•LG이노텍

•서울바이오시스,
LG이노텍 등

•HOYA

H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

•서울바이오시스

•대기업 중심

•Iwasaki Electric

•서울바이오시스,
LG이노텍 등

•LG이노텍
•Semiconductor

Energy

Research Institute
I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

•LG디스플레이
•SFC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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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LG디스플레이, SFC,
삼성디스플레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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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분야는 SL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Koito
Manufacturing, 현대모비스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의료용 LED조명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의료용 LED조명 기술 분야는 OSRAM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Panasonic, Corning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분야는 Toshiba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LG이노텍, Epistar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분야는 Flextronics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분야는 LG전자, 한화폴리드리머,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특허를 보유함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분야는 PlayNitride, X-Celeprint, LG전자 등이
특허를 보유함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분야는 서울바이오시스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LG이노텍, HOYA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분야는 서울바이오시스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岩崎電気, LG이노텍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분야는 Semiconductor Energy Research Institute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LG디스플레이, SFC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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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차량용 전장

출처

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선박용 LED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항공안전 표시 및 신호용 LED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디지털 사이니지 광학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농생명용 LED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해양용 LED 조명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의료용 LED조명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Glare Free 헤드램프 제어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선박 및 항해안전용 LED 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이륜차 및 E-mobility LED 램프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철도 및 철로안전신호 및 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항공안전 신호 및 객실용 LED 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레이저를 이용한 균평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드론을 이용한 경작 관리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해양용 LED 조명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레이저 기반 고출력 프로젝터 핵심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차량용 대면적,

고휘도, 슬림형 디스플레이 BLU 조명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디지털 사이니 광학 및 제어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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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품목별 전문가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요소기술 분류

•전문가 추천

조정 재정의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 기술
선정평가

•평과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 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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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 리스트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핵심요소기술 선정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 핵심요소기술 ]
분류

핵심기술
차량용 전장

수송기기/정보/
디스플레이
융합조명

조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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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로환경에 최적화된 빔패턴 구현이 가능한 차량용 전장
조명 기술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3차원 홀로그램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영상 구현에 사용되는
초소형 마이크로 LED 광원을 활용한 조명 기술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PET 투명 소재를 이용한 RGB Flip-chip 본딩 기술을 적용한
플렉시블 & 웨어러블 조명 기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FPCB 및 MPCB 등 다양한 분야의 PCB제작에서 다층 PCB 제작
시 기계적 결합을 위한 홀가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홀가공을 용이하게 하여 후방 산업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전파하기 위한 기술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친환경 고 효율 태양전지
기술과 박막형 투명 OLED 기술, 센서 내장형 사물 인터넷(IoT)
시스템 기술이 융합된 “환경 분석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윈도우
시스템 기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합형 자회선
LED 조명기술
미세먼지,VOCs,NOx,SOx,부유세균등의저감을통한공기질개선을위한
고효율융합자외선LED조명및응용기술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위생, 환경정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살균 및 멸균
특성과 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LED 조명 및 응용 기술

무선통신/ICT융
합조명

의료/바이오/환
경/농수산융합
조명

개요

의료용 LED조명 기술

수술 진단용 검사 장비, 의료 치료용 기기, 병실 및 수술 조명 등
의료/바이오에 사용되는 고연색성, 파장가변 광원 구현 기술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농생명분야의 식물 및 미생물 생장을 위한 선택적 파장 구현 LED
조명 기술

융합조명시스템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제4차 산업혁명 연계와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등 수요자 요구와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 창출 융합조명 아이템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융합조명 新비즈니스 시장 선도
 IoT, 수송기기,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융합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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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기술개발 로드맵

[ 융합조명시스템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

융합조명
시스템

수요자/시장 맞춤형 융합조명시스템 개발 및 양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차량용 전장 조명 기술
플렉시블 LED조명 기술

제4차 산업혁명 연계 수요자
및 시장 맞춤형 융합조명
제품 경쟁력 확보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 레이저 기술
내‧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기술

IoT 및 ICT 융합조명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

의료용 LED 조명 기술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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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 상용화와 서비스
모델 창출

융합조명시스템

※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차량용 전장 조명기술

8

9

8

8

33

선박용 LED조명기술

7

7

8

8

30

항공안전 표시 및 신호용
LED조명기술

6

7

7

7

28

디지털 사이니지 광학
기술

7

7

7

7

28

선정

농생명용 LED조명기술

8

8

8

8

32

해양용 LED 조명 기술

7

7

7

8

28

중복

의료용 LED조명 기술

8

7

8

9

31

Glare Free 헤드램프
제어 기술

7

7

7

8

28

선박 및 항해안전용 LED
조명기술

7

6

7

8

29

이륜차 및 E-mobility
LED 램프기술

7

6

7

8

29

철도 및 철로안전신호 및
조명기술

7

7

7

8

29

항공안전 신호 및 객실용
LED 조명기술

7

6

7

8

28

레이저를 이용한 균평
기술

6

7

8

8

28

드론을 이용한 경작 관리
기술

7

7

7

8

29

농생명용 LED 조명 기술

8

8

7

9

32

선정

해양용 LED 조명 기술

7

7

7

8

29

중복

정밀 PCB가공을 위한
초고출력 CO2레이저
기술

8

8

8

8

33

선정

휴대용 레이저 클리닝
기술

7

7

7

7

28

레이저 기반 고출력
프로젝터 핵심 기술

7

7

7

7

27

차량용 대면적, 고휘도,
슬림형 디스플레이 BLU
조명기술

8

8

7

8

30

내, 외부 환경 센싱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8

8

8

8

32

디지털 사이니 광학 및
제어 기술

7

7

7

8

29

선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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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가시광통신 조명 및
시스템 기술

8

8

7

7

30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LED
조명기술

8

7

8

8

32

선정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용 LED 융합 조명
기술

9

8

7

8

32

선정

비시각적 생체신호 분리
탐지 기술

7

7

7

7

29

살균 및 멸균용 LED
조명 기술

8

8

8

9

33

초경량화 드론용
멀티스펙터럴 광원 및
이미징 기술

7

7

7

7

27

섬유강화복합재료를
활용한 고강성· 초경량
LED조명 기술

7

7

6

8

28

자가발전 스마트
LED조명 기술

7

7

7

8

28

플렉시블 LED 조명 기술

8

8

8

8

33

안전/방재용 LED 조명
기술

7

7

8

8

30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융복합환경센서 개발

7

7

7

7

29

332

선정

선정

전략제품 현황분석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정의 및 범위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은 실내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존 조명을 대체하기 위해 LED, OLED
등 고효율 장수명 신광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원(소자), 모듈, 구동 회로, 기구 부품소재 등과 이를
포함한 조명기구, 그리고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 등을 제어하는 조명 제어 시스템을 의미
▪ 일반조명시스템 기술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 및 용도에 따라 주거조명, 건축조명, 도로 및
공공조명, 상업조명, 산업조명, 헬스케어 및 병실조명, 기타 특수조명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환경과 수요자에게 최적화(다기능, 고효율, 고품질, 고신뢰성, 편의성 등) 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는 약 19%
이상의 매우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23년 약 927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세계 각국 정부의 기존 조명 대체에 따른 LED/OLED
조명 활성화 시책에 따라 기술적 성숙도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변화

•(국내) LED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는 LED조명 보급
정책으로 ’23년 약 2.6조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

•일반조명은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조명 조건을 만족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스마트조명산업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정책 수립 중
•LED 조명제품에 대한 보급‧확산 정책 수립
•LED 시스템조명 및 초절전 LED 융합 기술개발 투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진행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및 IT 인프라와 기술 보유
•스마트홈/시티, 제로에너지, IoT 등 연계 확장성
•핵심 원천 기술 및 노하우 미흡, IP 취약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해외) Philips, OSRAM, CREE, GE, Acuity Brands

•Epi.Chip 광출력 및 추출효율 향상 기술

•(대기업) 삼성, LG, SKC

•고전도도 및 고반사막 형성 기술

•(중소기업) 서울반도체, 알파그린, 삼진LND,
동명전기, 에이팩, 필룩스, 클라루스코리아,

•방열 신소재 개발 기술

미미라이팅

•광전달효율 향상기술
•배광분포 최적화 설계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고품격 디자인, 조명 솔루션, 표준 플랫폼, 저가격·지능화, 인간친화 등 글로벌 맞춤형 기술 개발
➜ 스마트홈·시티, 제로에너지빌딩, IoT 및 ICT 등 제4차 산업혁명 융합 스마트조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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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은 백열램프, 형광램프, 방전등 등 기존 조명 광원을 이용하여
실내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조명을 대체하기 위해 LED, OLED 등 고효율 장수명 신광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원(소자), 모듈, 구동 회로, 조명기구 등과 이를 포함한 조명기기 및 관련
부품 소재, 그리고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 등을 제어하는 조명 제어 시스템을 총칭하여 정의함
▪ 일반조명시스템은 자연광의 주변 밝기가 낮은 주·야간에서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작업, 운동,
학습, 휴식 등의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빛을 제공하는 인공 조명으로써
일반조명시스템은 사용되는 용도, 환경, 시간, 공간 등에 따라 인간의 활동 및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밝기, 배광, 색온도, 연색지수 등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임
▪ 일반조명시스템의 구성 기술 요소로써는 빛을 제공하는 광원, 광원의 빛의 분포를 제어하는 광학,
광원에 전력을 제공하는 드라이버 및 전원공급장치, 광원에서 발생되는 열을 관리하는 방열 및
기구, 광원의 점멸 및 스펙트럼 제어를 하는 제어시스템 등이 있음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기본 구성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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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LED, OLED, 레이저 등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은 우수한 광변환 효율과 뛰어난 에너지
절감효과, 장수명, 친환경성, 빠른 응답속도, 다양한 디자인 가능, 밝기 및 색온도 조절 등
조명 제어가 용이한 장점을 바탕으로 차세대 조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우수한 광변환 효율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및 CO2 발생 저감
▪ 수명이 길고(5만 시간 이상) 내구성이 우수하며, 고휘도 및 눈부심 저감 구현 가능
▪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체 친화적인 파장 구현 가능
▪ 디밍 및 색상 제어 등 디지털 조명 제어가 용이하며, 광원의 소형화 및 투명/플렉서블화가 구현되어
디자인 자유도가 높음

 또한 일본, 독일 등 원전 폐쇄, ’13년 백열전구 금지 등으로 고효율 LED 일반조명시장은
’17년에는 약 610억불, ’22년 약 930억불로 급성장이 예상되나,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은
해당 현지 수요자 맞춤형 기술 및 인프라, 마케팅 부족으로 해외 진출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의 육성 정책 필요
▪ 일반조명시스템은 기후, 건축양식, 문화 등 수출 대상 국가의 현지 환경에 따른 소량다품종
지역적인 제품으로 수출 국가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중소기업의 낮은 브랜드 가치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업 및 지원기관의 컨소시엄 구축 및 현지 협력 모델 추진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산업은 LED, OLED 등 고효율 저가격화를 실현하는 반도체 광원
및 소재, 공정·제조 산업, 광학/방열/기구/회로 설계 및 부품과 이를 조립하는 조명기구 산업,
조명기구를 센서, 스위치, 제어장치 등을 이용하여 조명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조명시스템
산업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 대량생산이 가능한 광원모듈 조명기기 및 조명 시스템 산업은 대․중견 기업이 중심이 되고, 단위
조명기구, 방열․광학부품, 전원, 구동회로, SW 및 시스템 제어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로 분포
▪ 조명․응용시장 확대에 따라 다품종 최적생산이 필요하며, 디자인, SW, IT제어 등 다양한 기업군
융합이 가능함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의 성능은 제품에 적용된 LED, OLED 등 신광원과 조명 제품으로써의
광학적·전기적·열적 특성에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관련 핵심기술 및 제품은 글로벌 조명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으며, 특히 LED와 OLED 등의 반도체 광원은 반도체 공정 및 기술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 및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 LED/OLED 조명기기 분야의 핵심 부품인 광원(칩/패키지), 모듈/엔진, 방열/광학/ 회로부품과
제품/시각/공간/조명 디자인, 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기술 개발 전략 수립 요구
 최근 기존 조명시스템을 대체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인간 친화 및 감성에 적합한 고품질 조명과 반도체
광원의 스펙트럼 제어를 통한 융합 다기능 조명 및 컴팩트 고품격 디자인 조명, 그리고 ICT 및 IoT,
에너지 등 첨단 기술과 통합 융합한 스마트조명으로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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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하는 조명시장은 중국의 저가 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며,
Philips, Osram 등 글로벌 선도기업은 LED/OLED의 반도체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 융합
목적에 적합한 디자인 유연성 및 스마트 조명 성능 실현에 주력하고 있음
▪ 최근에는 기존 조명기구의 1:1 교체에서 시스템조명, 스마트조명,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시티 등
ICT 첨단 분야와의 기술적 융합을 통해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시스템 단위의 기술이 적용 되고
있으며, 또한 광량 및 스펙트럼 제어 기술, 공간 및 시간 개념의 조명 설계 기법 등을 통해 저전력,
기능성, 인간 감성 등 제품의 다각화 진행 중

 스마트조명은 조명(제어기 포함)*과 센서, 통신, 운용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부가한 시스템을 의미 (IEC TC 34, ISO TC 274
용어 정의 참고)
* 조명은 LED, OLED 등 고효율 신광원을 적용한 조명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
▪ 조명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환경이나 사전 설정에 따라 변경되는 조명을 의미하며, 요구사항은 에너지
성능, 동적 사용자 요구, 시각적 작업 또는 주위환경 등 여러 측면 고려해야 하며, 영문으로는 Smart
Lighting, Intelligent Lighting, Adaptive Lighting으로 표기
▪ 기능 및 성능측면에서 초절전 에너지절감, 인간 및 환경 대응 감성조명, 맞춤형 편리·기능
융합조명으로 구분하여 정의
▪ (인간/환경 친화) 거주자의 환경과 인간의 감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선호도 및 심리상태를 반영한 조명 시스템
▪ (편리/기능) 사용자의 위치 및 동작에 반응하거나 광학성능의 개선으로 시각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감시 및 제어, 편리 기능을 탑재한 조명 시스템
▪ (에너지절감) 제품의 고효율화 외에 환경의 변화, 재실여부, 행동 감지를 통해 최적의 조명을 연출
및 능동적으로 조명의 조광·소등하는 시스템
[ 스마트조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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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은 기존의 백열등, 형광램프, 고전압 방전램프와 같은 기존의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LED, OLED 등 조명용 신광원과, 이에 따른 광학, 방열, 구동회로,
기구 외함 등 조명기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조명기구를 빛의 밝기,
점멸, 컬러, 색온도 등 빛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으로 제품이 분류됨
▪ 신광원으로는 기존 광원을 대체하는 LED칩, 패키지, 모듈, 엔진, OLED 패널로 구성되며,
제어시스템은 에너지절감형 조명시스템, 감성 및 자연광 구현 조명시스템, 제로에너지빌딩 연계
조명시스템 등이 있음
▪ 특히 제어시스템은 실내외 조명 광원이나 조명기구의 밝기 또는 색온도 등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 회로 및 통신 등의 기술이 결합된 조명 제어시스템까지 포함

 조명기구는 적용 장소 및 공간에 따라 크게 실내조명과 실외조명으로 구분되며, 실내조명은
일반적으로 주거공간과 사무실, 학교, 공장, 상점(상업공간) 등에 사용되는 조명을 의미하며,
조명방식에 따라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직접조명은 MR16이나 전구형 형광램프, PAR 램프 등 백열전구 형태를 이용한 원형
조명과 직선형 형광램프를 이용한 선형 조명, 확산배광이 가능한 면발광 조명 등을 이용하여,
조명이 필요한 공간이나 작업면에 직접 빛을 조사하는 시스템 등을 포함
▪ 간접조명은 건축화 조명(벽이나 천장 등의 건축구조물에 광원 또는 조명기구를 숨겨 반사된 빛으로
조명)이나 간접 발광형태의 조명기구와 같이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의 대부분(90% 이상)이
천장이나 벽에 반사되어 작업면을 비추는 조명 시스템 등을 포함

 실외조명은 보안등이나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과 건축 및 경관조명, 산업조명 등 옥외
공간에 적용되는 조명을 포함하며, 주로 기존 고압방전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량 조명
제품으로 주로 구성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 제품분류 기술범위 ]
제품분류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세부 제품 및 기술
광원

백열램프, 할로겐램프, 형광램프, 방전램프 대체용 LED
칩/패키지/모듈/엔진 또는 OLED 패널 등

조명기구 부품

확산판, 도광판, 반사판, 2차 렌즈, 방열판, 소켓,
구동 회로, 드라이버 회로, 기구 외함 등

실내조명

주거조명, 사무실조명, 공장조명, 학교조명, 상점조명 등
(다운라이트, 직관형 조명기구, 평판형 조명기구, 간접조명 등)

실외조명

도로조명, 건축 및 경관조명, 산업조명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투광등, 산업등, 방폭등, 항만등 등)

조명기구

제어시스템

에너지절감형 조명시스템, 감성 및 자연광 구현 조명시스템,
기능 및 지능형 조명시스템, 제로에너지빌딩 연계 조명시스템 등
(밝기, 컬러, 색온도 제어 장치 및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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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일반조명시스템은 전방 및 후방 산업 모두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산업
파급효과 매우 크고 상호 연관 관계가 중요하며, 건설, 토목, 인테리어, 전기설비, SI(System
Integration), 공공 등 전방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음
▪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는 부품소재, 설계 기술, 제조 및 양산 기술을 들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방향은 고효율화, 대용량화, 소형화, 고신뢰성, 디자인, 다기능화로 진행
▪ LED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변기술 등에 대해서도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부분조차도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전방산업은 건설, 토목, 건축 및 건축자재, 인테리어, 유통, 전기설비 등이 존재하며,
일반조명기구 및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거, 빌딩, 도로, 공원 등에 필요한 설계 및 계획, 설치,
A/S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고객 및 협력 관계
▪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 및 토목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민간 및 공공, 상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임
▪ 특히 국가별 인종별 지역별 조명기구 및 시스템이 기후 환경, 건축물 양식, 문화 등의 영향으로
전혀 다른 성능과 디자인이 되어야 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원활한 A/S가 선결 조건
▪ 급격한 LED 조명시장의 성장세와 Philips, Osram, GE, 니치아, 크리 등 글로벌기업과의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대규모 보급 시범사업을 통한 제품의 안정화 및 저가격화 실현
▪ 신시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한 IT, BT, ET 등 컨버전스 중소 기업형 LED 조명 시스템 및
융복합 가속화 진행 중
▪ 특히 에너지 및 IT 기술과 융합하여 단순 타제품(신재생에너지, 가전 등)과 연계부터 지역, 도시 등 통합
시스템의 신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

 후방산업은 LED, OLED 등 제조를 위한 반도체 공정(장치산업) 및 소재와 조명기구 및
시스템에 적용되는 광학/방열/광학/기구 관련 소재 부품으로 구성되며, 특히 기판, 형광체,
봉지재, 고방열 소재 등의 소재 부품 산업은 글로벌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경쟁
▪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소재와 조명 디자인 및 컨텐츠 S/W 분야는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80%이하의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국산화
▪ 금형 및 회로 기술은 선진국 대비 동등수준 이상이고 최근에는 광학 및 방열 부품에 대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부품 소재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반조명시스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조명 환경에 부합한
양산 ․ 조립 ․ 평가와 조명 디자인 및 컨텐츠 기술이 매우 중요함
▪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조립생산 및 내수를 위주로 하는 영세한 기업이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후방(에피/칩) 분야 기업은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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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명시스템은 LED 소자, 패키지 등 광원, 조명기구, 조명시스템까지 복잡한 산업적 Supply
Chain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위해서는 산업적 기술적 Supply Chain Solution을
확보해야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매우 필요함
▪ 조명기구의 1:1 교체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과 융합 연계 시스템화로 진행되면서 전방산업의 대기업
및 수요기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여 전방산업별 강소기업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함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반도체 공정 및 소재,
광학/방열/광학/기구 소재 및 부품,
금형, 제조 자동화 장비,
콘덴츠 S/W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전방산업

광원 및 모듈,
조명기구, 전원회로,
조명제어 부품 및 시스템

건설 및 토목, 건축 및 건축자재,
인테리어, 유통, SI(System
Integration), 전기설비 공사 등
(실내조명, 건축조명, 도로 및
공공조명, 상업조명, 산업조명,
헬스케어조명, 기타 특수조명)

 스마트조명시스템의 Value Chain은 기존 조명의 광원, 기구, 시스템의 수직계열화 Supply
Chain에서 센서, IoT, ICT, S/W, 서비스 등 제4차 산업혁명 산업 융합을 통한 수평적
구조의 스마트조명 산업생태계로 빠른 패러다임 변화
▪ 전통조명(V1.0) : 광원, 등기구, 안정기, 단순제어로 연관 관계 미약
▪ LED조명(V2.0) : LED칩, 패키지, 모듈, 드라이버, 등기구, 제어 등 본격적인 Supply Chain
수직계열화 확보가 시장경쟁력을 좌우
▪ 스마트조명(V3.0) : 센서, 광학 및 영상, IoT, S/W 또는 콘텐츠가 연결되는 3, 4차원적인 수평적
밸류체인에 최종 수요자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데이터기반)으로 탈바꿈
[ 일반조명시스템의 산업생태계 변화6) ]

6) 출처 : LF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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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분류
 일반조명시스템은 다양한 산업 및 공간에 적용되는 전략 제품이며, 건물(주거, 아파트, 학교
등), 상업, 도로, 항만,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안전 및 쾌적한 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특히 도로, 산업, 경기장 등 안전이 요구되는 공간의 밝기 및 시인성 확보와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는 매우 중요한 기술 요소임

 LED/OLED 신광원을 이용한 일반조명시스템은 단순히 실내외 공간을 비추는 조명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 빛환경 및 공해, 제4차 산업혁명(스마트시티, IoT, 에너지, 빅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용도 및 산업과 융합하여 스마트조명 솔루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음
▪ 최근 인간의 생체리듬, 감성 등을 고려한 고품질 조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시티, 건물내
기기와의 IoT 연계 및 통합 솔루션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스마트조명을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조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 제품분류 기술범위 ]
전략제품

용도

세부기술
•주거, 아파트, 사무실, 학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 작업, 학습, 휴식, 수면

주거조명

등 용도에 적합하도록 밝기, 배광, 색온도 등을 제공하는 조명 설계 기술과
고효율 고품질 조명기구 및 시스템 기술, 그리고 건축물내 다양한 기기 및
시스템과 연계 및 통합 제어 기술 등

건축조명
(경관조명)

•건축물의 외부 및 경관에 대해 사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 디스플레이, 작업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명으로써 최근 건축물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수의 조명기구를 컬러, 색온도, 밝기 등을 제어하는 동적 조명 제어 기술 등
•도로 및 인도, 공원 등 공공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조명으로써 보행자 및

도로 및 공공조명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
시스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빛공해 방지 등 조명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최근에는 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또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하는 조명시스템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상업조명

•전시품, 광고, 케비넷, 인테리어 등 상업을 위한 전시 및 공간/시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고품질 조명 제어 및 디자인 기술
•공장, 플랜트, 항만, 경기장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조명으로

산업조명

주로 조명기구의 대용량화 및 고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열 및 고효율 회로,
고집광 및 안정성 확보 광학 기술 등
•인간에게 적합한 빛의 시각적, 심리적 기능의 감성조명과 생체 리듬, 호르몬

헬스케어 및 병실조명

등 생물학적 영향의 생체 적용 조명을 구현하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에 따른 최적화 조명 구현 기술 등
•방폭등, 비상유도등, 방범등, 소방용 표시등, 군사용 조명 등 비상 및 안전,

기타 특수조명

보안 등을 위해 시인성이 높은 표시 및 안내, 조명 밝기, 고신뢰성 장수명
제품화 등을 구현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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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관련 산업은 세계 각국 정부의 기존 조명 대체에 따른
LED/OLED 조명 활성화 시책에 따라 기술적 성숙도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며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아직까지 정부 정책의 의존성이 높은 산업
▪ 미국은 2014년 이후, 대만은 2012년 이후, 중국은 2017년 이후 백열전구 사용금지 조치
▪ 중국 만개 전등 보급사업, 미국 고효율제품보급사업, 한국의 LED조명 2060보급프로젝트 등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LED조명 보급 사업 추진으로 LED조명 보급 확대
▪ 미국 DOE의 Lighting Facts, CALiPER 프로그램, 신흥경제국의 자국내 LED조명 제품 표준 규제 등
각국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정책 수립
▪ EU 2020년, 미국/한국 2025년, 일본 2030년에 모든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추진
▪ 최근 스마트조명 관련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인증기준 제시, 리베이트,
R&D 지원 등 다양한 스마트조명 보급 정책 추진 중
* (미국) DOE는 실증 기반 스마트조명 효율 및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여 2035년까지 39% 스마트
조명 보급, 75% 에너지 절감 추진
* (유럽) 스마트조명 로드맵 구축, 효율 및 에너지규제 검토 중(표준/ErP 규제 연계)
* (중국) 국제 사회에서 스마트조명 분야의 영향력 확대(IEC/ISO 의장 및 간사)

 일반조명은 실내외 일반 및 산업용 조명 대체 뿐만 아니라, 미래 감성/테라피/가시광 통신
등의 기능과 스마트홈, 스미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자율주행 등 제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조명 조건을 만족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됨
▪ 최근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에 LED Connected Lighting에 대한 R&D 투자 및 정책적 지원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덴마크 DOLL 등 LED
Lighting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테스트베드 운영
▪ (미국) 실내/실외/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조명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스마트
조명의 단위 기능 및 응용분야별 에너지 절감, 호환성, 보안, 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 중
▪ (유럽) 영국, 덴마크 등 10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연계 IoT 스마트 가로등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
추진(덴마크는 대규모 리빙랩 구축)
*

Lodon,

Aarhus,

Amsterdam,

Aberdeen,

Bergen,

Bradford,

Dordrecht,

Ghent,

Gothenberg and Hamburg

 소재부품/조명제품/설치/유지보수/수요기업까지 Supply Chain 산업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수요자 및 환경 대응 기술 경쟁력, 브랜드/네트워크 능력 등의 확보가 LED 조명 가격 및
성능 위주의 시장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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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LED 제조에서부터 기술 개발 및 생산, 기획 및 설치, 유지보수를 위한
유통망 확보까지 현지 Supply Chain 형성이 필요하며, Philips나 Osram, GE 등 해외 선진사는
자체 수직 계열화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최근 몇 년 사이 LED조명 관련 국내 업체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 700여개 중소기업이 존재
▪ 조명․응용시장 확대에 따라 다품종 최적 생산이 필요하며, 디자인, SW, IT제어 등 다양한
기업군과의 융합이 가능함

 사업 형태는 B2B와 B2C 모두 존재하나 B2B(건물주, 건설 등)와 B2G(공공기관 등)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보다 대량 공급에 유리한 건설업체나
전기공사업체, 건물관리 업체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수요자에 대한 니즈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 광원 및 소재부품은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주도하고 등기구 사업은 로컬 시장 중심으로
도/소매업체가 주도하며, 건설업체, 전기공사업체, 건물관리 업체 등이 주요 고객
▪ LED, OLED 등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 제품은 기후, 인종, 건축물 형태, 문화 등 현지 조명 환경에
따라 다양한 지역별 소량 다품종 제품이 주류이며, 현지 조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제품 성능
및 보증이 중요
[ 일반조명시스템의 산업 특성 ]
구분

시장특성

일반조명
•가격/브랜드 경쟁력

•제품 성능 차별화

•다채널 유통망

•채널 내 다수

운영

주요채널

건축조명

•직영/위탁판매점
•대형유통사

이해관계
•건축조명 설계사
•조명기기설계/제조사
•대형유통사

공공조명
•Total Cost
Ownership
경쟁력 중요
•조달 중심 시장형성
•유관 정책 기관
•정부/지자체 등

상업조명

특수조명

•높은 Fixture

•특화 기술 업체 한정

기술 수준

•고신뢰성 제품 요구

•업계 인지도 중요

•조명유통사

Key
Decision
Maker

End User

설계사

정부/지자체

인테리어 업체

대기업 및
대형 유통업체
(Philips, Osram, GE,
Acuilty Brands,
Kingsun 등)

대기업 및
조명 전문 기업
(Philips, Osram,
GE, Zumtobel,
Erco 등)

중소 전문 업체
및 일부 대기업
(GE, Dialight,
Siemens,
Metrolight,
포에프 등)

대기업 및

주요
Player
(세계시장
기준)

대형 유통업체
(GE, Matsushita,
Philips, Acuity
Brands, Endo 등)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유통사
•구매자 주문생산

End User

대기업 및
조명 전문 기업
(Philips, GE, Cree,
NuaLight 등)

 스마트조명 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되며 전·후방 산업과 함께
모두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상호 연관 관계가 중요
▪ 해외기업은 조명기구 중심에서 스마트조명 솔루션 사업 전환, 스마트홈·시티 및 제로에너지빌딩 연계
융·복합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Philips, Osram, GE 등 조명 빅3 선진사는 Signify, Lightify 등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스마트조명 플랫폼과 S/W 및 콘텐츠 사업 중심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 이동
▪ 국내 전자 및 통신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조명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단위 제품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 움직임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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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는 일본, 독일 등 원전폐쇄에 따른 에너지 생산 저하와
COP21(2015.12)을 통해 세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합의로 약 19%이상의 매우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2017년 시장은 약 417억 달러이고, 2023년에는 약 1,10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LED 조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백열전구 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의한 보급 사업의 추진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LED조명)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광원시장

33,000

37,800

43,000

51,800

55,400

58,100

65,200

12.1

조명시장

41,700

50,400

61,000

78,900

88,400

92,700

110,200

19.0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18년 LED분야 통계 자문위원 기반 재산정

 스마트조명 시장은 ’17년 63.2억 달러에서 ’23년 209.8억 달러로 연평균 21.5% 성장으로
급전망이 예상되며, 스마트시티 구현에 따른 소비자 및 정부간 에너지절감 인식 제고와 IoT
기술개발, LED 비용 감소 등으로 기인
▪ 높은 설치 비용 및 회수 기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 노력 필요

 LED조명의 사용 용도에 따른 세계 시장 전망은 주로 실내조명이 60%를 차지고 있으며,
2022년까지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약 20%의 고속 성장이 예상됨
▪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실내조명은 LED 램프, 주거조명, 상업조명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임
▪ 실외조명 시장은 주로 도로 및 공공조명과 건축조명이며, 기타 특수조명은 산업조명, 비상표시조명
등을 나타내며 비슷한 수준의 시장 규모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전세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매출액 분포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나, Philips (30%내외),
Osram(20%내외), GE(10%내외)로 유통 및 브랜드를 중시하는 Marketer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세계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시장 선도

 현재 LED 조명 생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방열 기구, 전기 부품
분야임 LED 패키지 가격 비중은 2010년 이전에는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반도체 공정 및 수율 향상으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전체 조명 제품의 가격 감소로
세계적으로 민간 보급 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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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OE는
수립하여 약
조명시장의 약
급격히 성장할

2035년까지 LED/OLED 조명을 전체 조명시장의 85%이상 보급 계획을
75%의 조명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며, 유럽 EU는 2024년까지 전체
50% 이상을 LED조명으로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LED/OLED 조명시장은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조명 시장은 ’17년 63.2억불에서 ’23년 209.8억불로 연평균 21.5% 급성장이
예상되며, 스마트시티 구현에 따른 소비자 및 정부간 에너지절감 인식 제고와 IoT 기술개발,
LED 비용 감소 등으로 기인
▪ 유럽시장이 세계시장의 약 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지만,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이 ’17년 14.8억불에서 ’23년 740억불로 연평균 가장 높은 성장을 하여 ’20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임
▪ APAC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홈, 빌딩, 도시 인프라의 현대화와 신규 구축이 ’20년
이후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스마트조명의 시장 확대

[ 세계 LED조명 및 스마트조명 시장 전망 ]

* 출처 : Smart Lighting Market(MarketsandMarkets, 2018), Global LED Lighting Market(Market Research Future)

▪ 스마트조명의 하드웨어 시장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선통신
기술의 개발로 편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연평균 성장률 : H/W(19.70%), 서비스(24.63%), S/W(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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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조명 적용분야별 세계시장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공급자

2015

2016

2017

2018

2020

2022

2023

CAGR

하드웨어

2,050

2,710

3,480

4,300

6,310

8,920

10,560

19.7%

소프트웨어

570

770

1,010

1,260

1,900

2,750

3,290

21.2%

서비스

970

1,360

1,830

2,370

3,800

5,810

7,130

24.6%

주거조명

720

980

1,290

1,640

2,530

3,780

4,590

22.9%

상업조명

1,800

2,390

3,070

3,790

5,560

7,860

9,290

19.7%

산업조명

320

420

530

630

870

1,130

1,260

14.7%

실외조명

750

1,050

1,430

1,870

3,040

4,720

5,830

25.6%

3,600

4,840

6,320

7,930

12,010

17,490

20,980

21.5%

적용분야

합계

* 출처:Smart Lighting Market, MarketsandMarkets, 2018

[ 밸류체인 산업별 시장 전망 ]

* 출처:Smart Lighting Market, MarketsandMarkets, 2018



유럽시장이 세계시장의 약 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지만,
아시아태평양(APAC) 시자이 ’17년 14.8억 달러에서 ’23년 740억 달러로 연평균 가장 높은
성장을 하여 ’20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17년 지역별 시장 점유율 : 유럽(36%), 북미(27%), APAC(23%), 기타(14%)
▪ APAC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홈, 빌딩, 도시 인프라의 현대화와 신규 구축이 ’20년
이후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스마트조명의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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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조명 지역별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20

2022

2023

CAGR

북미

1,060

1,360

1,700

2,030

2,790

3,680

4,210

15.8%

유럽

1,360

1,780

2,260

2,770

3,980

5,500

6,440

18.4%

APAC

730

1,060

1,480

1,990

3,450

5,760

7,400

30.1%

기타(남미, 중동 등)

440

640

880

1,150

1,790

2,540

2,940

20.7%

합계

3,600

4,840

6,320

7,930

12,010

17,490

20,980

21.5%

* 출처:Smart Lighting Market, MarketsandMarkets, 2018

(2) 국내시장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는 ’17년 8,940억 원에서 연평균 12.6%
증가하여 ’23년 2조 6,64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LED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는 지자체의 공공 부문과 일부 민간에서의 교체 사업으로 2018년 약
1.3조원 시장 규모이며, 지속적인 LED조명 보급 정책으로 2022년 이후에는 약 2.4조원이상의
시장할 것으로 전망7)
▪ 앞으로 LED 조명 제품의 고효율화와 시스템 제어를 통해 기존 전통조명보다 약 7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실현될 경우, 민간부분의 보급이 활성화되어 2023년에는 현재 시장규모의 약
2배인 2.6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LED조명)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8,940

13,260

17,820

19,510

21,450

23,660

26,640

12.6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8년 전수결과 및 관세청 수출입 통계 LED 분야를 이용하여 재산정

▪ 정부는 2011년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 ’LED조명 2060 보급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에코조명 보급을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LED 조명 제품 국가 규격(KS)
표준화를 추진하여 LED 조명 산업 활성화
▪ 2020년까지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률은 100%, 국가 전체는 60%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보조금 및 보급 정책 추진 중

7)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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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물․주택의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LED-ESCO, 탄소 캐쉬백, 민간
보조금 지원 등 민간 수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

 국내 약 700여개 LED조명 업체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10인 이하의 단순 조립 수준의
중소기업(약 70%이상)으로 이루어져 과다 경쟁이 발생중이며 시장 경쟁력이 낮고,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유럽의 선진사 고품질 제품에 의해 국내 시장 잠식 중
▪ 최근 LED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시장 재진출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움직임이 있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 생산 규모 증대를 위한 협력 및 M&A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해외 선진사 및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짐
▪ 최근 국내 LED 조명 기업들은 신시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한 IT, BT, ET 등 컨버전스
중소기업형 LED 조명 시스템 및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호전기, 필룩스 등을 중심으로
고연색성을 구현하면서 색온도 조절을 이용한 사용 환경에 따른 맞춤형 LED시스템조명을 개발 중
▪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의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잠식되고 있으며, 특히 LED, 방열/광학/회로
부품 등의 저가화에 따른 국내 제품의 중국 부품 사용으로 품질 저하 등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 발생
▪ 대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였던 LED조명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대부분 철수하거나 사업을 대폭축소 하였음
▪

대기업의 사업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반사이익을 예상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예측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조차도 경쟁력 부재로 인해 중국의 저가 부품에 의지하거나 경쟁하는 취약 구조로
생태계가 변화하였음

▪ 아직까지 저가형 조명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시장의 질적 향상에는 제약이 있음

 (일반조명-조달시장) 2018년 상반기 LED조명 조달청 최종집계 결과 2,418억원으로 이중
솔라루체를 비롯한 상위 10위권 기업의 매출액 총액이 1,286억 원으로 LED조명 조달청
전체 시장의 약 27.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솔라루체 4.65%, 파인테크닉스 4.47%, 선일일렉콤 3.56%, 에이펙스인텍 2.99% 등 LED조명
조달시장은 10%이상 점유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각축장이며, 민간시장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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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LED조명 조달금액 상위 10위 기업 현황 ]
순위

업체명

조달금액(억 원)

점유율(%)

1

솔라루체

213

4.65

2

파인테크닉스

205

4.47

3

선일일렉콤

163

3.56

4

에이펙스인텍

137

2.99

5

금경라이팅

129

2.81

6

성진하이텍

103

2.26

7

잼

103

2.25

8

블루싸이언스

97

2.12

9

후지라이테크

71

1.55

10

엘이디라이팅

65

1.43

* 출처 : 에너지 경제 2019.1.10. 일자 뉴스(조달청 나라장터 최종 집계 활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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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광원 및 조명기구 중심 시장에서 광·파장 제어와 IoT 및 ICT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조명시스템 가속화와 S/W 및 서비스화 중심으로 변화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난 심화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색온도,
재실감지, 자연 채광 등과 연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조명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 진행 중
▪ 스마트조명으로 새로운 생태계 조성 및 정보통신, 센서, SMPS(디밍용 전원공급장치) 등 사업영역 확대가
예상되며, Philips, Osram, 삼성전자, LG전자 등 해외 선진사 및 국내 대기업은 중국의 저가화 시장으로
전락한 조명기구 시장보다는 스마트조명시장으로 S/W 및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
- 스마트조명은 기존의 단품 판매 방식과 달리 조명과 센서, 제어시스템, S/W, 통신 등 시스템 판매 및
조명제조사, 네트워크사업자, 홈넷 또는 BEMS와 연동하여 대중소기업 협력 비즈니스모델 발굴 필요
▪ 최근 스마트조명 관련해서 미국의 에너지스타와 DLC(DesignLights Consortium)가 스마트램프 및
조명 관련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은 에코디자인 규제와 유럽조명제조업에서 스마트조명 산업
로드맵 구축을 하는 국제적으로 활발한 스마트조명 표준화 진행 중
- IEC TC34는 AG4 신설하고 실제 표준화 제정을 위한 WG14를 18년 설립(초기단계)과 ISO
TC274는 17년 WG2 및 18년 JWG4를 신설하여 스마트조명 표준화 추진 중
▪ 인간 친화 및 고기능성, 에너지절감을 갖춘 스마트 조명과 통합 시스템화는 광원, 조명기구,
제어장치 등의 다양한 부품․소재와 디자인, 컨텐츠 등 S/W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국가 산업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획 및 설치, 시공, 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져야하는 중소-대기업 상생 산업 분야
▪ 스마트조명은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제조업체는 다양한 지역의 스마트조명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중점 추진 중
[ 스마트조명산업 밸루체인8) ]

8) 출처 : 미국 조명제어협회, NEM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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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홈,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홈과 연계한 스마트조명 플랫폼화 및 통합 제어시스템화
▪ Phillips는 세계적으로 시스템 기술 의 개발 선두업체인 Lutron과 협력을 통해 건물 단위의 조명
제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밍, 제어, 환경 모니터링 센서로 구성된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조명 전기 에너지를 70%가지 절약
▪ 특히 건물에서의 조명분야는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에 대한 국내외 정책으로 해외 선진사(Philips,
Osram, GE 등)가 인간과 건물 친화적인 초절전 조명환경 구현과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건축물
일체형 및 인테리어 기구화 조명, 빛환경 개선 플랫폼 개발, 신개념 제로에너지 솔루션
스마트조명시티 기술개발과 대규모 실증 진행 중
▪ 최근 실내외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 및 장치(가전, 공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의 IoT 연계와
통합 제어시스템화는 다양한 정보와 제어 관련 빅데이터를 최적화하여 건물, 빌딩, 지역, 도시단위의
통합화가 추진되고 있음
▪ 현재 LED/OLED 조명시스템 제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 제어 IC, 스마트조명기기, 통합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사에 비해 70~8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H/W S/W 등 조명시스템 관련 요소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이를 활용하면 세계 시장 선도 가능
[ 제로에너지빌딩/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타인프라와의 연계 및 통합 조명제어시스템 예시 ]

 글로벌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효율화
▪ LED는 최근 DOE에서는 LED 효율은 180lm/W이상으로 기존 조명광원대비 2~20배 이상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에는 240lm/W까지 효율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또한 LED 광원의 가격은 최근 1 $/klm 이하로 떨어지고 LED전구나 LED 다운나이트 가격은 기존
조명제품보다 동일하거나 떨어지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저가의 중국산은 형광램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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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제품도 기존 조명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저가격화 경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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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조명도 LED조명 보다는 비교적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2020년 이후 가격 및 성능이 도달되어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조명기구의 설계, 개발, 양산 기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
[ LED 광원의 고효율화 및 저가격화 ]

▪ LED조명은 전통조명 대비 30~50% 수준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나, 스마트조명은 전통조명
대비 약 50~75% 이상 에너지절감이 구현되어 주택, 건물, 타운 등 제로에너지화 가능
- 미국 DOE는 제품별, 제어조건별에 따라 다양한 실증을 실시하여 스마트조명의 에너지절감효과
(30~ 71%)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에너지절감 목표와 보급로드맵을 설정
- LH공사는 세종 1-3M5, 2-2M2, 용인서천 공동주택에 IoT기반 LED조명(스마트조명) 실증하였으
며, 기존 조명전력량 대비 최대 70% 까지 절감하여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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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의 스마트조명 실증 및 에너지절감 목표 (미국 DOE, 2017) ]

 경량화 및 컴팩트화를 통한 고품격 LED 조명 디자인 요구(건축화 조명)
▪ 최근 조명 제품의 트랜드는 건축물의 고천장화 및 낮은 높이의 마감 처리와 단순 작업조명에서
인테리어 및 건축화 조명 개념으로 변경되면서 조명 제품의 컴팩트화 및 경량화를 통한 건축물과
조화되는 조명 제품 디자인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또한 LED의 초소형 경량, 컴팩트화의 장점을 부각하는 LED 조명의 고품격 디자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LED 광원 및 소재부터 패키징 기술과 방열기술, 광학설계, 구동회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경량화, 컴팩트화, 고품격 설계 및 디자인 기술 개발과 양산 제조 기술 개발 진행 중
▪ 최근 OLED 조명은 플럭시블 및 투명하게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건축화 조명 실현 광학
및 조명, 기구 설계 기법과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건축물 일체형 조명, 스마트 윈도우 및 조명,
가변 배광 조명기구 등 다양한 제품 개발 추진 중
 IT, IoT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스마트 조명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조명
▪ Phillips는 세계적으로 시스템 기술 의 개발 선두업체인 Lutron과 협력을 통해 건물 단위의 조명 제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밍, 제어, 환경 모니터링 센서로 구성된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조명 전기
에너지를 70%가지 절약
▪ Osram은 2016년 3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공식 조명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LIGHTIFY”라는 LED 스마트조명시스템을 홍보
▪ 스마트조명은 Easy to install：No extra wiring needed, Easy to configure：Designed with a
configuration guide, Easy to control：One app controls all devices at home의 3가지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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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 조명시장 확대를 위한 OLED 패널 응용 조명 기구화
▪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는 면광원개념의 OLED조명의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인테리어
기능 및 지능형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한 건축화기술 적용
▪ 또한 고 신뢰성 확보를 통한 플렉시블 OLED 응용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용 OLED조명 기술개발

 빛공해 방지 및 인간의 신체·생리적인 요소를 고려한 인간중심조명(Human-Centric Lighting)
▪ 최근 해외 선진국들은 각 나라 실정에 맞는 빛공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및 시행(’13.02)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년 내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
▪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 규제와 다크스카이협회(IDA)와 국제조명위원회(CIE), 영국조명기술자협회
(ILE) 등 국제기구도 다양한 규제 방안 마련
▪ 빛공해 규제를 위해 최소 후사광 제어 LED 2차 렌즈 및 비표준화 반사판을 채용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선진사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국가별 빛공해 방지 규정에 의거하여 배광을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LED 조명기구를 개발하고 있음
▪ 인간 친화적인 조명환경 구현을 목표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을 통한 신 시장
창출과 감성이 접목된 생리감지 기반 원격 제어, 또는 상황인지 센서기술 등 최적화로 에너지절감,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솔루션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진행
▪ 세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ICT 및 IoT와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빛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인간은 지각을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오감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며 시각이 약 70%, 청각이 20%, 후각이 5%, 촉각이 4%,
미각이 1%로 작용하고 있어 빛의 중요성이 대두
▪ 유럽의 조명 산업의 전략적 10 년간의 로드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빛의 생물학적, 시각적,
정서적 효과 등에 대한 융합기술 육성을 통한 인간의 건강,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휴먼 센트릭
조명을 전략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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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친화적인 응용 기술 솔루션 ]

(1) 기술개발트렌드
◎ 연구 개발 동향
 (일반조명의 기술 차별화 솔루션을 통한 글로벌 기업상생협력 모델 추진) LED조명의 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저가격화, 고품질화,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통합 시스템화 등의
차별화 솔루션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기업간 협력 모델이 활발히 진행
▪ 다양한 환경과 요구 성능,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복잡한 부품 및 구조와 기능, 통신 방식
등이 존재하여 제품 및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 확보가 어려워 시장 접근성이 약화되어 최근에는
부품의 일체화 및 통일, 표준 통신 프로토콜 등을 통해 통합 호환형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
(기업간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활발히 전개)
▪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색온도 및 스펙트럼제어, 빛공해방지 등 인간친화 스마트조명과 경량화 및
컴팩트화를 통한 고품격 LED/OLED 조명 디자인 요구(건축화 조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지역, 문화, 인종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 요구 및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 및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수요자 중심 LED조명 현지 글로벌화 필요
▪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ICT와 S/W 컨텐츠 융합을 통한 기능 다양화와 통합 시스템화를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및 융합조명 시장 활성화(정보조명, 무대조명 등)
▪ 세계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와 스마트 홈 및 스마트시티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실내외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 및 장치(가전, 신재생에너지 등)의 IoT 연계와 다양한 정보와 제어 관련
빅데이터를 최적화하여 건물, 빌딩, 지역, 도시단위의 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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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원 일반조명시스템 기술개발 트랜드 ]

 LED 조명 부품은 표준형 LED엔진, 부품소재 및 제조 공정(국산화), 부품의 일체화 및
단순화, 제조 Value Engineering, 콤팩트 경량화 방열설계 등 LED 조명기구의 저가격화
기술이 대두되고 있으며, LED조명의 고효율화의 실현으로 제품의 고품질화(색온도 및
스펙트럼 제어, Dimming, 고연색성 등)에 대한 차별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 중
▪ 최근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 시스템은 최대 수요처인 민간시장의 창출을 위해 기존 광원들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고성능화에 기술 개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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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 Supply Chain(부품)별 핵심기술]
분류

제품

핵심기술
대기업

중소기업

칩/패키지

Epi.Chip 광출력 및 추출효율 향상기술,
패키지 구조및 광학 설계, 패키징
공정기술

비표준형 패키지 개발 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메탈코아
PCB

고전도도 및 고반사막 형성 기술,
고방열 절연층 형성 기술

비표준형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 고반사
도금 기술

SMPS

제품/생산 표준화기술, 제품
신뢰성/저가격화/소형화 기술, 장수명화
기술

신뢰성/저가격화/소형화
기술,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

구동회로

제품/생산 표준화 기술, 부품
소형·슬림화 기술, 저가격화 기술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 부품 소형화
기술, 저가격화 기술

방열부품

방열 신소재 개발 기술,
열전도도 향상 개발 기술,
방열소재 가공, 처리 등 공정 기술, 소재
경량화 기술

최적화 방열설계 기술,
고방열 기구 설계 및 구조화 기술

확산판

광전달효율 향상기술
(확산투과율, 정투과율)
확산판 가공 및 패터닝 기술

확산판 제조기술, 광전달효율을 확산판
패터닝 기술

확산
렌즈

배광분포 최적화 설계기술,
광전달효율 향상기술
(확산반사율, 경면 반사율)
렌즈성형/가공/공정기술

배광분포 최적화 설계기술,
광전달효율 향상기술,
렌즈성형/가공/공정기술

반사판

배광분포 최적화 설계기술,
광전달효율 향상기술
(확산반사율, 경면 반사율)
반사판성형/가공/공정기술

수입 소재 응용 설계 기술, 근접영역
목표배광 실현 광학 설계 기술,
반사판성형/가공/공정기술

장식적 디자인 설계기술,
방수/방진 등 환경시험 설계기술,
가공/성형기술

장식적 디자인 설계기술, 방수/방진 등
,환경시험 설계기술, 가공/성형 기술

광학
부품

기구/
케이스

▪ 저가격화(대량생산 체제) : 표준형 LED엔진, 부품소재 및 제조 공정 기술(국산화), 부품의 일체화 및
단순화, 제조 Value Engineering 등
▪ 특히 제조사마다 조명기구의 형태와 광학․전기적 특성의 차이로 조명기구 및 부품의 디자인 및 특성이
달라져서 수요자의 설치와 A/S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시장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조명 환경에 손쉽게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한 부품 및 기구 호환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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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다품종 적용 조명 부품 설계 및 제작, A/S 수월성 등 조명부품 호환성 부각을 위해서
수요자가 LED 조명 제품의 고장 발생시에 손쉽게 교체 가능한 구조로 단위 부품(전원 공급장치,
LED/OLED 모듈 및 패널 등) 및 엔진화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시, 광주시 등은
LED 가로등에 대한 모듈 및 등기구 표준 기준을 제정, 도입
▪ 고출력 컴팩트 LED광원, 방열 기구 설계 등 경량화 및 컴팩트화를 통한 고품격 LED 조명 디자인
요구(건축화 조명)

 LED 패키지는 CSP(Chip Scale Package), Flexible LED, Filament LED, AC 다이렉트 PKG
등이 주요 기술개발 제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능적으로는 초소형 대용량화, 가시광선외
특수파장, 발광효율, 방열성능, 고연색성 및 파장제어, 고신뢰성이 중시되어 기술개발 진행
▪ 최근에는 효율보다는 색온도 및 감성조명 제어를 위한 스펙트럼 제어를 위한 LED 모듈 및 엔진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최근 조명기구는 성능 중심에서 디자인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Flexible LED를 적용한 비정형 형태의 조명 제품과 Filament LED를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LED Bulb, 직/간접 조명이 가능한 조명기구, 다양한 디자인 구현 컴팩트화와 건축화, 모듈
표준화를 통한 조명 제품이 주류로 진행
▪ 마이크로 LED 등 초소형 LED 패키지를 응용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조명 전구 형상으로
조명기구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이크로 LED를 배열하여 백열전구 필라멘트의 형상과 배광을
구현하여 기존 백열전구의 느낌과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전개 중
▪ 실내 면조명은 눈부심이 적고 기구의 휘도균일성을 강조한 직간접 조명이 가능한 구조의 Edge
조명과 Direct 조명을 주로 출시되고 있으며, 직간접 조명이 가능하도록 LED모듈 및 광학계를
설계하여 적용 공간 및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배광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
▪ 또한 컴팩트하고 균일한 광발산을 위해서 LED Edge 형태의 다양한 조명기구(전구, 스탠드, 팬던트,
원형, 구형, 나비형태 등)가 다수 개발되고 있으며, 투명한 발산면에 광학 패턴을 구현하여 다양한
배광과 빛 분포를 추구하는 조명 기구도 출시되어 인기가 높음
▪ LED Bulb, MR16, PAR 등을 이용한 국부조명용 제품들은 주로 기존 광원 대비 광색 선택의
용이성과 연색성 측면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출시되었으며, 주로 상점 등에서 사용될 시 상품의
장점들을 부각시키는 컨셉으로 사용됨
▪ 하나의 모듈로 다양한 형태의 조명기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저가격화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조명기구를 제공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Flexible PCB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곡선을 창출하는
조명제품이 최근 다수 개발됨
▪ 최근에는 효율보다는 고연색성 및 빛환경 개선 조명 기구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 CRI 평가법과 더불어 고정밀 연색지수 CQS 값을 적용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
▪ 확산판 및 조명기구를 통한 플리커 및 눈부심 방지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LED에 대한 구동방식(특히 Dimming 제품의 경우)에 따라 광원의 플리커 현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조명기구의 반사 및 산란을 발생시켜서 상쇄하는 형태의 제품이 다수 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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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기구가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배광을 제어하는 제품도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명기구의
유동성을 위한 접합부분의 마모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홈을 통한
고정식 가변 배광 실현 조명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음
▪ 조명기구 디자인은 곡선의 형태의 팬던트 조명기구, 면발광 조명기구와 Sport 형 조명기구 등으로
디자인화 되고 있으며, 직선형태의 조명기구 모듈(reddot award 2018 수상작)을 통해 스탠드와
팬던트 등 다양한 조합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조명기구 디자인 가능
[ 최근 개발되는 LED 조명 제품 ]

 LED조명 제어 및 시스템분야는 최근에 크게 헬스 케어를 위한 색온도 및 디밍 제어 시스템
부문과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빌딩 제어 시스템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성능
향상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에서 기능을 다변화하고 신소재 방열기술을 적용한 LED
조명엔진과 행위패턴 및 감성정보를 활용, 지능형 컨트롤을 적용한 스마트조명 기술로 진화
▪ 특히 이러한 두 시스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엔진 및 게이트웨이 기술의 차별성 및 호환성을
부각하는 기술이 제시되었으며, 설치자 및 사용자에게는 심플한 설치를 사용자에게는 편리하고
간편한 제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함
▪ 기술적인 키워드로 Smart, Simple, Software로 축약되는 3S 조명 기술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
Connected, Power Business Solution, Digital Engine, Centralized의 기술적, 산업적인 결합과
통합이 주류를 차지함

 스마트조명은 새로운 트렌드로 조명의 디지털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빌딩
제어시스템,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 구현 IoT 연계 조명 플랫폼 관련 기술이 활발히 전개
▪ 예전부터 조명 관련 글로벌 기업인 Philips나 Osram의 경우, LED 조명제품 보다 IoT 기반 제어
시스템을 중요 아이템으로 기술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홈,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스마트조명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디지털화 및 IoT 기반 제어 시스템 기반으로 새로운 조명기술로 소개되고 있으며, 조명의
디지털화는 도로조명 관리의 효율성 증대, 모니터링 시스템(센서 포함), 유지보수 서비스의 플랫폼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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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물의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홈 실현을 위한 조명과 공조 등
건물의 에너지 소비 설비의 제어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집중되고 있음
▪ 빌딩의 스마트제어에 있어서 “네트워크  안전  쾌적함”과 에너지 절약을 통합하는 기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조명이외에 전력 미터링 제품이나 배전반 관련 제품, 공조제어 등 홈 빌딩
오토메이션 &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임

 최근 빛(특히 청색파장)에 대한 인체영향 연구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스마트
기능이 접목된 조명 기술이 휴먼 센트릭 조명으로 본격 진행 중
▪ 현재 제품 차별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동감 넘치는 색(vivid color)을 표현하기
위한 연구가 선진조명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 CRI
이외에 CQS(Color Quality Scale)이나 FCI (Feeling of Contrast Index)와 같은 평가지표들이
제안되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가시광 영역에서 부터 비가시광 영역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제어를 통해 사용자 및 행위별 필요한
빛의 광대역 스펙트럼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선진국의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Osram, Philips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임
▪ 특히 Philips는 조명과 융합된 헬스케어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예로 Healwell 조명
솔루션이 있고 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시각적·정서적·신체적 반응을 고려해 조명을 설치하여
환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료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미래형 휴먼 센트릭 조명은 조명기기 간 네트워크화, 시스템의 interactive화가 진행될
전망이며, 고도화된 기능의 스마트 조명, Intelligent 조명으로 진화하고 있음
[ ICT 기술 융합형 휴먼 센트릭 조명 응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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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국내 LED 조명은 약 700여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조립 생산 및
내수 위주(국내 표준에 맞춘 제품 개발)의 제품 개발에 머물고 있고 최근 중국산의 저가 및
고품질 부품을 채용한 제조·수입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경쟁 심화
▪ LED조명 표준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여 보급 활성화를 주도하였으나,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단순조립 방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로 산업 전환 필요
▪ 일반조명과 관련한 국내·외 대기업은 자체 수직계열화 또는 Supply Chain을 형성하여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조립 생산 및 내수를 위주로 하는 영세한
기업으로 국내 LED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10%이하(’17년)로써 매우 낮음
▪ 최근에는 대기업의 LED 조명 사업 철수(포스코LED, 현대LED, 동부라이텍 등) 및 축소로
중장기적인 조명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시장경쟁력에 대한 위험요인 존재
▪ LED 조명 부문의 무역수지는 지속 감소, 2021년 기점으로 적자 전환 예상되며, 특히 중국산 LED
가격은 글로벌 대비 1/2 수준, 국내 LED 제품은 가격 인하 여력 부재로 가격 경쟁력 확보 어려움

[ LED 조명 가격 비교와 무역수지 현황 ]
<LED 조명 무역수지 감소 추이 >

(관세청 수출입통계, 한국광산업진흥회 2017)

<글로벌 vs 중국 LED Bulb 가격 >

(LED Inside Market Report 2014-2018)

 수요자 중심 현지 맞춤형 LED 조명시스템의 글로벌화을 위해서는 현지의 지역, 문화, 인종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 요구 및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수요 창출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강소기업 육성 추진 필요
▪ 수출 대상 국가의 기후환경에 따른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기술개발과 관련 국가의 인증
규격 부재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 분석 및 실․인증 부족으로 수출 장애요소 발생
▪ 언어와 통화, 거래문화, 법률적 제도적 환경 등이 크게 다르고,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전문인력, 정보
등의 보유 인프라와 사업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되어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수출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법률 자문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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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낮은 브랜드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컨소시엄 구축과 현지 상황에 적합한 협력 모델 추진

 센서, IoT, 네트워크, AI 등을 접목을 하여 에너지절감, 인간친화적 조명 기능 실현을 위한 IoT
융합 기반의 스마트조명 산업으로 글로벌 패러다임 이동 중으로 국내 조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스마트 조명 산업을 新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 국내 스마트 조명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기술, 중소기업 중심의 단위 제품으로 산업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어 있음
▪ 시스템 불안정성과 설치 및 호환성, 비용, 사용자의 편의성 및 인식부족 등의 문제와 관련 실증
데이터 및 인증 기준 부재로 인해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 어려움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녹색기술 융·복합 산업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수립하여 LED 조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최근에는
LED광 정부지원 R&D 사업이 2016년도에 일몰되면서 새로운 지원사업을 재기획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프리미엄 LED 조명 차별화 국내 보급을 위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 “LED 조명 15/30 보급프로젝트 발표”(’06. 11.),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 “LED 조명 2060계획”
제시(’11. 6.)의 정부 LED 조명 보급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년까지 국가 전체 보급률
60%(공공기관은 100%) 달성 목표 설정을 년간 1조 2천억원의 에너지절감을 효과와 민간
건물․주택의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정부는 2009년 1월에 제17대 신성장동력산업을 LED응용으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3월에 10대
핵심녹색기술 선정 등 국가 주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 LED TV, LED 조명 등 태동기에 LED 산업을 녹색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LED산업 신성장
동력화 발전 전략”(’08. 5)과 융합․조명 新시장 선도를 통한 “LED산업 제2도약 전략”(’11. 5)을
수립하여 세계 TOP 3의 LED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LED 조명․융합 산업 글로벌 선두권 진입을
위한 LED시스템 조명 등 기술 개발과 공공부문 선도적 시장 창출의 전략 추진
▪

최근에는 『LED산업 경쟁력 제고방안』(’16.6)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프리미엄 LED 조명
개발(일반조명시스템 분야)은 고연색(지수 90이상), 고광량, 다파장, 스마트 기능 등 고부가형 LED
조명과 빛공해 방지를 위한 누설광 없는 인체․자연환경 친화적 LED 조명 기구를 개발할 계획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환경 변화 대응으로 ’15년 UN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주요 국가들은
“미션 이노베이션”을 선언 하였으며, 한국은 2035년 온실가스 37% 감축을 목표로 6대 분야 13개
세부기술영역 선별하여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분야 R&D 투자 2배 확대를 하였고 여기에 LED조명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로드맵 수립 (’16. 11)
▪ 2018년부터 5년간 국비 280억원을 투입하여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광의료용 초소형 LED, 초고속 통신용 LED 와 관련 장비소재 등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세대 광원인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 변화의 기반기술 제공
및 에너지 절감 기여
▪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조명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스마트조명에 대한 고효율인증
기자재 인증 표준을 만들고, 스마트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을 활발한
스마트조명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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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정책 방향 ]
분류

정부 정책 방향
•세계 최고 수준의 LED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신시장 고부가창출형 LED 조명 개발을 통해 세계 일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LED 조명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국내 LED조명 보급 확산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와 기업 역할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도출(LED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2016. 10)
•(’08~’15)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으로 LED/광 R&D 지원(총 135건,
1,434억원)하였으며, LED조명은 이중 약 20% 투자
•(’08~’21) 신조명기반구축사업, LED조명실증센터구축, OLED조명클러스터조성사업, 수요자연계형
LED조명 글로벌사업화기반구축사업 등 체계적인 LED조명 기반구축 투자
(국비 총 약 500억원)
•(’12~’17) LED시스템조명 기술개발사업 투자(국비 총 약 300억원 규모)
•(’18~’23)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국비 총 약 280억원 규모)

 산업부의 “LED 조명 2060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LED 조명 보급률은 2017년 기준
62.6% 수준이며, 2011년 5.7% 수준에서 2016년 64.6%, 2017년 62.6%으로 상승
▪ 반면 민간부문의 LED 조명 보급률은 2017년 기준 24.7%로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으로
목표 달성 진행 중(상업부문 34%, 산업부문 21%, 가정부문 11%)
[ 2017년 공공기관의 LED 조명 보급현황 ]

구분

중앙행정
기관

행정기관
정부산하
지자체
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시도
교육청

교육기관
초중고 국공립
학교
대학

교육
지원청

합계

LED
조명수(천개)

1,965

2,348

2,512

1,279

277

3,631

1,388

63

13,463

보급률(%)

78.1

76.7

72.1

76.6

55.0

42.4

86.3

71.2

’62.6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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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세계 LED 조명 시장은 5대 글로벌 조명 업체가 선점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상호실시권 허여 및 수직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고 신수종 사업(스마트조명)을 모색 중**
* Philips는 최근 자회사인 광원 전문기업의 지분을 중국 자본에 매각
** 조명기구 중심에서 스마트조명 솔루션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스마트홈·시티 및 제로에너지빌딩 시장과 연계 융합산업
주력 중이며, 니치아는 수익성이 확보되는 조명용 고출력 패키지 제품 풀라인업 구축

▪ (Philips) 조명 및 스마트조명의 세계 1위 업체로써 Philips 다이라이트(Philips Dynalite) 솔루션
제품군을 통해 단일 스위치로 조명, HVAC, 오디오 등을 지능 제어하는 스마트조명 시스템 제공
* DALI, KNX, and BACnet to ZigBee and EnOcean 등 다양한 컨넥팅 기술 확보
* 모방일 앱을 통한 색온도 및 색조(Hue) 제어가 가능한 LED전구 등 출시
* 기존 LED가로등의 원격 관리를 위한 CityTouch connector node 신기술 개발
▪ (Osram) LED 및 광전자 최대 제조업체이며, 주거 및 상업용 조명으로 Lightify Pro 및 Lightify
Home을 제공하고 옥외조명 제어를 위한 조광 및 전력선 통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조명 제품 출시
* 최근 조명 제품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Industry D/I(산업용 조명기구 제어 S/W),
LIGHTELLIGENCE(조명기구 디밍제어에 따른 조도분포 시뮬레이션 S/W), e:cue SYMPHOLIGHT(조명기구 제어 로직
S/W) 등을 출시

▪

(크리) 조명 전문 업체를 인수해 독자적으로 조명사업을 강화하고,
Wolfspeed(Power 및 RF 칩 제조)를 Infineon(독일)에 매각, GE와 전략적 제휴

Cree의

자회사

▪ (GE) 건물 자동 제어 분야의 선두 주자로써 DALI 및 0-10V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내조명
제어 솔루션을 제공
* 소매점용 조명 제어 장치에 쇼핑객 실내 위치 확인 서비스를 개발
* 중앙 조명관리시스템 LightGrid를 개발하여 실외조명 원격작동/유지보수 지원
* GE Wink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제어하는 저렴한 스마트 전구 개발

▪ (액큐이티 브랜즈) 최근 Adura Technologies 등을 인수하여 무선 스마트조명 시장의 선두주자로써
조명 서비스 제공 업체이며, 스마트조명 솔루션을 제공하여 일반조명을 지능형 조명 네트워크로 전환
사업 추진
* 최근 조지아주에 세계 최고 기술센터 설립 등 스마트 연결 플랫폼 개발 추진

▪ 니치아와 도요타 고세이는 LED 사업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조명업체와 제휴

 백열전구 금지, 원전폐쇄 등에 따라 국내외 LED 조명 보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LED 조명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수요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한 글로벌 시장 요구 및 변화에 대응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
▪ 기존 조명시장은 Philips, Osram, GE 등 유통 및 브랜드를 중시하는 Marketer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세계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별 소량다품종 조명기구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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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으로 현지 기업과 협력 체제 구축

[ 국가별 LED 조명 기술 수준 분석 ]

한

미

상대수준
일

유

중

한

격차기간 (년수)
미
일
유

중

조명엔진

85.1

97.6

97.4

98.0

74.6

1.7

0.8

0.8

0.7

2.3

실내외조명

90.2

98.3

97.9

99.4

81.7

1.5

0.7

0.9

0.7

2.0

기타 특수조명

83.8

96.4

94.7

97.8

72.7

1.7

0.8

1.0

0.7

2.5

구분

*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LED분야 광산업 통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단순 교체 저가 시장은 중국 제품이 점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시장은 Philips, Osram, GE
등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있어서 Two 트랙으로 국내 기업 경쟁 필수 요소가 되고 있음
▪ LED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변기술 등에 대해서도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부분조차도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Philips, Osram, 삼성, LG 등 국내외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대부분 중소 기업의 단순 조립형
제품 생산으로 중소기업 존립 위기와 시장 경쟁력 상실 타계를 위한 지역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구조 및 전략적 협업을 통해 세계 일류 제품화 및 틈새 시장 창출 필요
▪ LED 조명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국내외 LED 조명 보급 시장 수요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한 글로벌 시장 요구 및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집중
지원책 마련 필요하고, 저가격화를 위한 제조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과 방열, 광학 등 부품 소재 국산화, 특화 기술 및 제품 차별화 기업의 지속적 집중 투자 필요
▪ 특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단위 에너지관리 기술개발 및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음 특히 IoT 기술의 발달로 가전 및 조명의 통합 스마트 홈 및 빌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연계한 LED조명시스템의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예정
[ 국내 기업의 LED 조명 기술 경쟁력 ]

LED조명

해외 최고기업은
Philips(네델란드)
이며, 국내
기술수준은
85~95% 수준

요소기술
LED광원

광학부품

조명기구

구동회로

제어시스템

니치아(일),
크리(미) 대비
기술수준은
90% 수준, 국내
업체 디스플레이
등의 강세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조생산
*조명용 LED
효율화 필요

LEDIL(필) 대비
기술수준은
75% 수준,국내
업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비
*광전달효율
향상,
성형/가공/공정,
빛공해 방지
기술 필요

Toshiba(일),
줌토벨(독) 대비
기술수준은
85% 수준, 국내
업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
수준
*광전달효율
향상,
성형/가공/공정
기술 필요

뮌웰(대만) 대비
기술수준은
90% 수준, 국내
업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비
*부품
소형화/슬림화/저
가격화/고신뢰성
화 기술 필요

Philips(네,중)
대비 기술수준은
90% 수준, 국내
업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
수준
*감성/기능성조
명설계, 지능형
스마트제어
시스템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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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조명 분야에서 해외 협력 및 해외 진출의 강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수요자 맞춤형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 및 투자가 요구됨
▪ LED 소자에서 LED조명, 시스템조명까지의 기술력 : 조명기구 관련 사출 금형, 회로, 소재 등 제품
생산성 기술력 확보 및 관련기반 사업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IT 강국으로써의 IT 기술과 융합한
시스템조명 기술 선도 가능성
▪ 제품 생산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므로 중국 제품보다 신뢰성 우수
▪ 세계 최초 LED조명 국가 표준 진행 및 국제 표준 선도
▪ 세계 최고 수준의 LED 조명 인프라 및 생산 체계 클러스터 조성 : 한국광기술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700여개 대중소기업 존재하고, 특히 세계 수준의 실증 및 인증 체계
인프라 구축 노하우 보유

[ 제품분류별 주요기업 ]
구분

조명기구
부품

조명기구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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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국내업체

응용분야

비고

민웰, 델타, Philips, Osram,
루미오, 노바엘이디

삼성전기, LG이노텍,
LG화학, 제이모직, SKC,
알파그린, 뉴플렉스,
유양디앤유, 루멘전광,
에이팩, 잘만테크,
오케이산업, GL KOREA,
중앙산업, 우림, 방주광학,
세코닉스, 애니케스팅,
나인화인테크

일반조명기구용
방열/광학/기구/회로/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부품 및
소재 등

저가 중국산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Philips, Osram, GE,
Toshiba, Nichia, Cree,
Erco, Zumtobel, iGuzzini,
Siteco

LG 전자, 누리온(구 현대
LED), 금빛(구 DB라이텍),
금호전기, 말타니, 알토,
필룩스, 삼진엘앤디,
우리조명, 이노셈코리아,
루미리치, 소룩스, 루멘스,
파인테크닉스 미미라이팅,
솔라루체, 테크엔,
블루싸이언스

LED 램프, LED
다운라이트, LED
평판 조명기구, LED
산업등, LED
가로등, LED 보안등,
LED 투광기, OLED
면발광, OLED 장식
조명 등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Philips, Osram, GE, Erco,
Zumtobel, iGuzzini,
Lutron, Harvard, Control4,
Synapse, FUTURE, SORAA,
Crestron, DIAux, Halco

삼성전자, LG전자, 필룩스,
유니룩스, 네오비,
미미라이팅, ABI시스템즈,
테라칩스, 비케이씨,
중앙엔룩스, 클라루스코리아,
오로라디자인랩, 현대통신,
블루카이트,
HD아이콘트롤스, KT, SKT
등

Dimming 제어장치,
일반조명
제어시스템,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기타
특수용 조명
제어시스템 등

수입 & 국산화
개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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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패키지 및 램프


LED 패키지는 Filament LED와 CSP(Chip Scale Package), Flexible LED가 주를
이루었으며, 주목할 부분은 국내외 패키지 업체에서 UV LED 패키지를 대부분 출시하고
스펙트럼 제어와 HCL, 광 효율, 고신뢰성 중심으로 기술개발 중

 Lumileds
▪ 일반조명에 사용되는 LED 패키지는 세라믹 구조의 다양한 LED 패키지를 출시하였으며, 2025년
250lm/W의 광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Epi, Chip, 패키지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일반 조명용 모듈은 구동 드라이버가 내장된 구조의 컴팩트한 모듈을 구현하였으며, 기존 Lead frame
구조가 아닌 White CSP를 이용한 일반 조명용 모듈을 출시하여 차별화 방향을 제시함
▪ Human Centric Lighting 조명을 구현하기 위한 CRI 90 이상의 패키지의 효율을 2020년 까지 6%
Gap으로 감소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

 Philips
▪

실내조명, 실외조명, 스마트조명, 에너지 절감형 조명 제어시스템, OLED 조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으며, LED 패키지 모듈에 렌즈를 적용하는
엔진 구조의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 출시

▪

특히 광색 가변형 hue Lighting과 Filament Bulb가 전시되었으며, 최근 기술 동향과
유사한 Human Centric, High CRI, 색온도 가변 등의 기술을 선보였으며, 주로
스마트 조명과 Human Centric Lighting을 접목한 기술을 중심으로 전시함
[ Hue Lighting & Filament LED Lighting ]

 Osram
▪

일반조명용 패키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 Glass를 이용한 Filament
LED 모듈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Metal PCB를 이용한 커넥터 체결구조의
Filament LED를 출시(Bulb를 플라스틱 재질로 가능하지만, 한쪽만 발광)

▪

Osram에서 분사 LEDVANCE는 일반 조명 분야만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듈,
기구, 회로 기술을 바탕으로 실내 조명, 실외 조명 제품만 개발하고 있고 Human
Centric Lighting을 위한 High CRI 조명을 구현하기 위해 CRI 97 이상의 조명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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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hiba
▪

광촉매 반응을 이용한 공기 정화 기능을 갖는 조면 제품을 출시하고, 최근
서울반도체와 기술 협약을 통해 UV-A LED를 적용하여 평판등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는 환풍 구조를 적용하여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을 갖는 조명 전시

 Nichia, Episar, Bridgelux, Lumens, Everlight etc.
▪

기존 LED 패키지 업체에서 전시된 제품들은 효율 향상, 고신뢰성, High CRI, CSP
LED 패키지 등을 전시하여, LED 패키지 관련 기술의 신규성이 적음

▪

Everlight, Nichia 등 LED 패키지 중 세라믹 기판을 이용한 UV-A LED 패키지의
고출력화를 차별화 기술로 개발되고 있음
[ 일반조명용 LED 패키지 ]

◎ LED 조명기구
 LED 조명기구의 제품 트랜드는 Flexible LED를 적용한 비정형 곡선의 형태를 강조하는 조명
제품과 Filament LED를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LED Bulb, 직/간접 조명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새로운 트렌드로 조명의 디지털화와 인간중심조명(HCL : Human Centric Lighting) 관련
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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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명기구 제품 트랜드
▪ LED의 효율 상승으로 컴팩트하고 균일한 광발산을 위해서 LED Edge 형태의 조명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기구 형태와 배광 제어가 가능한 LED Edge 조명
: 특히 Edge 형태의 조명 전구, 스탠드, 팬던트, 원형, 구형, 나비형태 등 다양한 조명기구 형태와
배광을 구현하고, 눈부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고출력 LED 광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가이드를 접목하여 다양한 발광면을 구현하여 불륨감을
극대한 조명기구(특히, 소형의 조명광원에 다양한 형태의 광가이드를 부착하여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품격 샹들리에 등)
▪ 소형 LED램프를 활용한 샹들리에와 빛과 그림자 조명
▪ 하나의 모듈로 다양한 형태의 조명기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저가격화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조명기구
▪ 플럭시블 LED조명 : 선형의 플럭시블 제품 뿐만 아니라 면 형태의 제품도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용으로 평상시 이동시에는 돌돌 말아서 다니다가 조명을 ON하면 공기가 주입되어 면 형태의
볼륨 조명 배광을 구현하는 제품도 출시
▪ 확산판 및 광학계를 통한 플리커 및 눈부심 방지(눈부심을 제거하기 위해 확산 반사판을 사용하거나
기존 벽면이나 천장면에 조사하여 눈부심을 억제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제품 다수 출시)
▪ 하나의 기구에 두 개의 LED 모듈을 활용한 UP/DOWN 조명
▪ 조명기구가 유동적으로 조정되어 배광을 제어하는 제품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조명기구의 유동성을
위한 접합부분의 마모 등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홈을 통한 고정식 가변 배광 실현 조명 제품 출시

 대표적인 조명회사
▪ “Balumann Leuchten”는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LED와 패브릭 소재를
이용하여 OLED와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 가미된 조명제품이나 플랙시블한 디자인의 면조명광 Spot
조명 제품, 불투명 커버 디자인을 강조한 조명이 중심을 이룸
▪ 또한, 직선형태의 조명기구 모듈(reddot award 2018 수상작)을 통해 스탠드와 팬던트 등 다양한
조합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조명기구 디자인 가능
▪ “WILA”는 원형의 팬던트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명기구를 출시
▪ “BARO”는 색온도별 백색 및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는 평판형 조명기구를 선보였음
▪ “XAL”은 “one shape for all“ 이라는 키워드에 조명과 스피커, 공조를 하나의 형태로 디자인하고
특이한 형태의 반사판이 적용된 모듈화된 다운라이트 제품과 건축화 조명 중 COVE 조명에 특화된
조명기구를 출시. 특히 조명기구 설치에 따른 렌더링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임
▪ “Aira Optics”는 “Tritec Module”의 이름으로 고효율의 프리즘 렌즈를 적용한 광학부품을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적용한 제품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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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 기구 해외 제품 동향 ]

◎ 스마트조명(제어시스템-2018 LFI 전시회 중심)
 Osram
▪ Lightify 브랜드로 가정용 및 상업용 스마트 조명 시장 H/W 중점 공략(Siri 및 Alexa 플랫폼 연계,
SW 및 컨텐츠는 eco-system 파트너사 활용 중)
▪ Osram은 Outdoor, Office, Retail, Industry 등 테마 중심으로 스마트조명시스템 제품군을 형성하고,
H/W보다 S/W 부분개발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e:cue SYMPHOLIGHT은 간단한 제어 로직의
연결을 통해 조명제어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한 간편한 S/W이며, 이는 건축모델링 S/W 중 Rhino에서
비정형 건축물을 알고리즘으로 설계하는 Grasshoper 플러그인 S/W와 유사한 방식임
▪ Osram 에서는 IoT를 “MIND YOUR LIGHT”에서 따와서 명명하였으며, 또한 HCL 조명과 관련한
제어 S/W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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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s
▪ Signify로 사명 변경 후 스마트 조명 시스템에 집중(SW 및 컨텐츠 사업 중심으로 비즈니스
전환)하고, Interact 라는 키워드로 모든 조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선보임
▪ Interact City : 가로등 상태 및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유지보수 용이한 시스템
▪ Interact Landmark : 경관조명에 대한 모니터링 & 유지보수 가능한 시스템으로 카메라 App과
Content Interactivity App, Social Impact App이 함께 구성
▪ Interact Industry : 산업용 조명에 관한 모니터링 &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Task Planning, Indoor
Navigation, Paperless Factory, Task Sign-off로 구성
▪ Interact Office : 사무용 조명 제어시스템의 경우, connected lighting을 통해 데이터 수집 & 제어,
유지보수가 가능
[ Philips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스마트조명 ]

<Interact City 시스템>

<Interact Industry>

<Interact Office 시스템>

 Esylux
▪ 재실자의 삶의 질과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둔 인간중심조명(HCL) 솔루션으로 SymbiLogic을
출시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는 재실감지 센서(ELC presence detector), 제어 유닛(ELC Smartdriver),
SW DALI(제어 통신)이고 적용 대상은 병실(Patient Rooms), 교실(Classrooms) 등이 있음
▪ 건물 자동화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는 스마트조명 시스템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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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EMENS
▪ Integrated building management platform을 개발하여 스마트조명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Home Automation system을 중심으로 가정과 더불어 호텔 전용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되고 로컬
제어기와 모바일 제어, 웹 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

 ABB
▪ 알루미늄 제련 솔루션에서부터 선박, 변전소 제어 시스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제품 및
제어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스위스의 Global Business Service 기업이지만, 최근 Smart
Building/Home/Mobility를 중심으로 KNX 제어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본 통신으로 활용하고 Smart
Touch 패널은 개별 조명제어 및 씬 제어, 실내 온도, 공조 제어 등을 한번에 제어가 가능

 GIRA
▪ 스마트 홈 관련 시스템 및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독일 회사이며, 스마트 홈 및 도어 통신 분야의
제품을 스마트조명에 적용하고 있음
* S1 : KNX 통신에 대한 보안 모듈 → 안전한 원격 액세스 가능, X1 : Amazon Alexa 및 Sonos
Audio 등과 연동되는 제어기, Alarm Connect : G1 보안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는 기기, G1 : KNX
기반의 제어기(Gira Home Server), 조명 및 공조(온습도) 제어 및 외부 날씨 정보 등 디스플레이

◎ OLED조명
 OLEDWorks
▪ LG Display 뿐만 아니라 OLEDWorks도 성능이 대폭 향상된 Brite 3 시리즈와 함께 Bendable
Type의 BENDOLED를 새롭게 선보여 LED 조명들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Brite 2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광효율과 수명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LG 디스플레이 패널에 비해 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었음
▪ Thin glass를 적용한 Bendable OLED panel은 광효율 63lm/W, 수명 5만 시간으로 LG Display
Flexible Panel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OLED 패널 생산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춰 OLED 조명
시장을 기능성 조명으로 제품을 확대하여 일반조명 시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OLEDWorks OLED 패널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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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ITOMO CHEMICAL
- SUMITOMO CHEMICAL은 Solution process와 폴리이미드(PI) 기판을 이용한 Flexible OLED 패널
기술과 제품을 출시하고 패널 효율은 15~20lm/W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나, 인쇄공정을 통한 Low Cost, Fast Delivery 등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음
[ SUMITOMO CHEMICAL OLED 조명 제품 ]

 기타 OLED조명
▪ (Artemide) 스페인 건축가인 Carlotta de Bevilacqua와 Collaboration을 통해 전통과 미래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LED와 OLED를 접목한 IoT 조명제품을 촐시
▪ (iart) OLEDWorks의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하나인 iart는 조명 스탠드에 센서를 내장하여 외부 조명
조건과 기상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이 변경되는 KUMOLED 를 출시
▪ (louis poulsen) 덴마크의 유명한 조명회사인 louis poulsen은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OLED
벽부조명을 전시함
▪ (Escale) 독일 조명회사인 Escale는 10x10cm 크기의 OLED 패널과 LED를 조합을 통해 직/간접
조명이 가능한 팬던트 조명을 선보임 (OLED-Down light, LED-Up light)
▪

(Fraunhofer_FEP) EU의 PI-SCALE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Fraunhofer 연구소는
Customize된 독특한 형태의 Flexible OLED 패널을 개발하였으며, Holst Center, CPI, Fraunhofer,
FlexEnable, Audi, Coatema, Emdedesign, DuPont Teijin Films 등 5 개국 14개 기업/기관이 참여
[ 제품분류별 주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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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국내 LED 조명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LED 조명 사업에 급속히 진출하였으나, 대부분의 대기업은 사업 축소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으며, 광원, 일반조명 외에 자동차 등 융합분야로 사업역량을 다각화
▪ S와 L사는 LED담당조직을 사업부 단위에서 팀 단위로 축소하고 스마트조명 핵심 부품 및 솔루션
사업으로 재편
▪ P, H, D, 사 등 LED조명 대기업들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에 매각

 LED 광원 및 모듈 대기업인 삼성전자,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과 조명기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이 매우 부족한 상활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명업체는 영세 중소기업들로 소수 업체들을 제외하면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이 낮은
수준이고 대기업은 소량다품종 조명 시장 대응 어려움 발생
 삼성전자는 조명 제품보다는 LED 패키지 및 엔진과 스마트조명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Smart Device, 차량용 조명, CSP LED, High CRI, 마이크로 엘이디 등에 사업 집중
▪ Smart Device는 블루통신 기반으로 실내조명을 제어하고,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모바일 웹
기반으로 조명으로 제어하기 위해 제어 모듈을 출시하였으며, 차량용 조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Matrix Beam 모듈을 개발하였음
▪ LED 패키지의 광효율을 2020년까지 240lm/W를 달성하고, High CRI 90 이상의 패키지의 광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Road Map과 조명에 사용되는 3535 세라믹 패키지를 CSP LED 패키지로 대체
▪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현재는 Mini LED를
적용한 제품을 전시하여 향후 자동차 분야까지 마이크로 엘이디를 적용한 기술 개발 진행 중

 LG전자는 LED를 이용한 일반조명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연동기기를 강화하여 ’스마트 전구’,
’스마트 플러그’, ’모션센스’ 등 사물인터넷 연동기기 3종을 출시하는 등 스마트 홈과 연계하는
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
▪ LG전자는 단순 교체형 LED조명 제품 생산도 하지만, 주로 LED의 디지털제어를 통한 감성 및
지능형, 스마트조명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눈건강에
해로운 청색광을 최대 60%까지 제거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상업용 및 사무용공간 “LED
스마트조명 세이프블루” 14종 출시)
▪

또한 동체감지, 주광연동, 스케줄 제어 등 차별화된 LED 기술에 사물인터넷(IoT)을
“스마트조명”에 주력하고 있으며, LG사이언스파크에 스마트조명 솔루션을 적용

더한

▪ LG이노텍은 LED용 에피웨이퍼 개발에서 소자생산(FAB), 패키지, 모듈에 이르는 전 공정의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LED 분야의 R&D 및 생산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 국내 건물에 LED
보안등 설치, 백열등/형광램프 대체용 LED 모듈 판매
▪ LG이노텍은 기능성 조명인 EP LED를 출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 평택
신공장에 EP LED 적용 조명을 설치하고, 일본, 중화권, 북미와 유럽 시장에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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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는 CSP LED를 적용하여 다양한 파워의 모듈과 Lens를 적용하여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로 적용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Matrix Module은 가로등용 엔진 모듈 출시하고
있으며, 특히 Driver IC를 이용한 AC LED 운용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가 활발히 진행 중
▪ 최근에는 UV LED를 이용하여 공기 청정기, 살균에 적용되는 LED 패키지 및 모듈을 출시하였으며,
Al Metal Frame을 적용한 고출력 UV LED 패키지도 개발하고 있음
▪ LED 패키지 제품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Lead Frame 타입 패키지에서 CSP LED
패키지까지 풀 라인업을 강조하고, CSP LED에 AC Chip을 적용하여 다양한 특성 구현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함
▪ 태양과 가장 가까운 스펙트럼을 구현하는 썬라이트는 서울반도체와 Toshiba 머티리얼즈가 함께
개발한 자연광 LED이며, 서울반도체의 광반도체 기술과 Toshiba 머티리얼즈의 파장 변환기술인
TRI-R기술이 융합되어 인간중심적인 조명 강조

 감성조명 전문기업 필룩스는 초슬림 바(Bar) 타입의 'NDPro 시리즈' 및 다양한 쇼케이스용
조명, 미니 트랙 조명 'Monorail2 시리즈', 명품 브랜드샵 적용 라인업 'LuxFeel 시리즈', 기존
AC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출시된 'Slimlamp Slide' 등 출시
▪ 구역 조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조명 제어시스템 “필마스터(FeelMaster)”를 개발하여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에 배치되는 각종 LED조명을 지그비 저전력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제어
▪ 플렉서블 LED 조명제품과 OLED 스탠드와 상품 전시용 OLED 제품도 출시하였음

 Maltani(말타니)는 국내 유명한 아파트의 조명을 설계, 납품, 시공하면서 ’아파트 조명의
트렌드’를 선도해온 업체이며, 글레어평가지수(Glare Index)가 19 이하인 LED조명기구, 자연
상태의 꽃과 LED조명을 접목시킨 펜던트형 조명기구, 연색성과 광효율이 뛰어난 LED 도로 및
보안등기구를 비롯한 제품을 출시하고 최근 태양광 스펙트럼 “ the second Sun SolaRay”를
개발하여 고연색성 & 식물성장용 조명에 적용
 아이스파이프는 LED조명 방열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내외 조명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수출에 주력하였으며, 최근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트랜드에 맞춘 신제품인 “아이스파이프
스마트조명(IPS : ICEPIPE Smart Lighting)”을 주력 제품으로 내세워 세계 조명 시장 진출
▪ 아이스파이프 스마트조명은 스마트 솔루션 기기를 장착해서 다양하게 조도를 조절, 스케줄 또는
장면연출 콘트롤이 가능하고 인체감지나 동작센서, 주광감지 센서 등을 접목했으며, 유선 또는
무선으로 콘트롤할 수 있으며, 효율은 160lm/W임

 RAAT(동명전기)는 대표적인 상업용 조명기구 메이커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자사
브랜드인 RAAT를 꾸준히 알리고 있으며, “Non Glare Reflector”를 채용한 조명 제품 출시
 블루카이트, 네오비, 우리조명 등은 국내 통신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세종시, 부산시 등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적용되는 스마트가로등 제품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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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팩, 삼진LND 등 중견·중소기업은 실내외 대용량 LED 조명 제품에 대한 기술 솔루션을
확보하여 해외 수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필룩스, 클라루스코리아, 미미라이팅,
ABI시스템즈 등은 IT 기술과 접목한 시스템 조명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지하주차장, 학교 및 사무실 조명 등에 대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대형 및 복합
건물에 시험 설치 및 실증을 추진하여 시장 중심의 표준화, 상용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 초기 단계

 OLED조명의 선두주자인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의 광효율이 90lm/W이상으로 이전보다
약 50% 향상되었고 수명 역시 4만 시간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럭시블조명,
스탠드조명, 건축화 조명 등 다양한 조명 제품을 출시
▪ 전세계 디자이너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G OLED DESIGN COMPETITION 2017”의 입상작들을
목업으로 제작하여 제품화를 하는 등 OLED 조명기술이 접목된 블라인드 및 벽지 등을 새롭게 선보여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 OLED조명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함
▪ 최근에는 OLED 패널을 진동판으로 이용하여 패널이 직접 소리를 내는 이른바 “Crystal Sound
OLED(CSO)” 기술을 선보였으며, CSO는 OLED 조명이 스피커를 대신할 수 있어 박물관, 전시장,
체험관 등 다양한 곳에 활용 가능

[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 사양(2018년 기준) ]
MODEL

Rigid Type

Flexible Type

CCT [K]

3,000K

4,000K

3,000K

4,000K

광효율
[lm/W]

90

75

52

47

연색성 [Ra]

93

93

93

93

휘도 균일도
[%]

85

85

85

85

두께 [mm]

0.88

0.41

0.41

0.41

수명(L70)
[hrs]

40,000

40,000

30,000

20,000

 국내의 경우, 일반조명시스템 기술개발은 주로 단기 응용 제품 개발 과제를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품질 프리미엄 조명에 대한 기초 및 원천 기술 연구가 필요
▪ LED 조명 연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0건 정도이며 그 중 LED 광원이나 소재를
제외하고 조명기구 및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한 중장기 연구는 약 10% 이하 수준임
▪ 2005년부터 한국광기술원은 LED 전구, 가로등, 조명시스템 등 약 150여건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최근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스마트조명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실증 R&D를 추진할 예정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LED시스템조명을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과 6년간 기술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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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중요 기업 동향 ]
회사명

국가

설립연도

관련 동향
•커넥티드 조명 분야에 격점을 두고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분야에서 조명, IoT,
건축 분야 등에서 다양한 신제품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

Philips

네델란드

1891

•LED 부품과 자동차조명 분야 자회사인 Lumileds를 매각하고, Signify로 사명
변경 후 스마트조명 사업에 집중(’18)
•LED를 이용한 Solution 사업 확대 ((美)Color Kinetics 等 글로벌 조명 제어 및
관리 시스템 전문 업체 인수)
•스마트조명 라이트파이(Lightfy) 브랜드로 가정용 및 상업용 스마트 조명 시장
H/W 중점 공략(Siri 및 Alexa 플랫폼 연계, SW 및 컨텐츠는 eco-system
파트너사 활용 중)

Osram

독일

1906

•조명 부문은 “레드밴스” 로 분사하고, LED 스마트조명 포트폴리오를 완성
•Siemens 반도체와 M&A를 통해 자회사인 Osram 옵토세미컨덕터 설립,
자동차용 LED조명 개발을 선도
•스마트 조명을 전담하는 Current by GE 설립을 통해 상업용 스마트 조명 중점
사업화 추진 및 태양광등 신재생 에너지 그리도 연계
(JPMorgan Chase, GM 등 대규모 고객 발굴)

GE

미국

1892

•조명사업부분은 2019년까지 완전 매각, 항공과 헬스케어, 전력 부문 집중
•GE는 한국 등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철수, 북미, 유럽, 중동에 역량 집중
•알렉사를 탑재해 음성명령으로 점멸할 수 있는 스마트조명 ’더 시’를 출시
•고출력 LED를 바탕으로 LED램프에 주력, 고출력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파장을 활용한 의료, 바이오, 농업 등에 기술개발 진행 중

Cree

미국

1987

•조명 전문 업체를 인수해 독자적으로 조명사업을 강화, GE와 전략적 제휴
•자회사 Wolfspeed(Power 및 RF 칩 제조)를 Infineon(독일)에 매각
•LED사업부에서 LED사업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고부가가치 스마트 조명
디부품/디바이스/SW에 중점(플랫폼 사업 중점 추진)

삼성전자

한국

1969

•IT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홈 및 스마트가전과 융합하는 조명 시장에 주력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LED 패키지 및 조명의 중국 OEM 진행
•삼성LED를 2012년부터 편입 이후, 조명용 LED 풀 라인업을 구축했음

LG전자

한국

1958

•주거 및 오피스용 복합 센서 기반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 및 LTE망과 제어
기술을 결합한 기업 전용 솔루션 중점 사업화(피크전력연계)
•그룹내 LED 칩/패키지/조명 부품은 LG이노텍, 조명기구 및 시스템은 LG전자가
주도하여 스마트가전과 스마트홈과 연계하도록 사업 재편
•’18년 7월, OLED조명 안전규격 시험소 인증 취득

LG
디스플레이

한국

2008

•세계 최대 규모의 OLED 조명 생산라인(경북구미 공장 세계최초
5세대(1000㎜×1200㎜ ) 가동하고 OLED 조명 브랜드 'Luflex'을 론칭
•조명용 OLED 패널의 세계 선두주자인 LG화학에서 사업부 인수(’15. 12)
•스마트조명연계 필마스터(스마트홈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실증

필룩스

한국

1979

•최대주주인 케이티롤이 장외매도를 통해 보유지분 17%를 블루커넬에 전량
매각하여 블루커넬이 필룩스의 최대주주로 등록(’16.4.30)
•LED를 활용한 색온도 제어를 통해 세계적인 감성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금빛
(구,
DB라이텍)

•’18년 12월 DB라이텍을 프룩투스가 인수 후 금빛(GV)로 사명 변경
한국

1989

•’17년에 방폭등, 고천장등, 등 신제품 출시로 실내외 조명 라이업 완성
•알티반도체 인수(’11. 7), 화우테크놀러지 인수(’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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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 주요 연구개발 기관
▪ 한국광기술원 조명융합연구본부(본부장 송상빈)
- 한국광기술원은 LED 에피/칩/패키지 제조 공정 라인을 비롯하여 LED/OLED 조명 관련 엔진/방열/
광학/기구/회로/시스템/실증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연구개발 진행 중
- 일반조명시스템 연구분야는 조명융합 소재부품/공정부터 조명 설계/디자인/양산/신뢰성평가/실증까지
기술 기획~개발~상용화를 4개 연구센터의 유기적인 협업 라인으로 연구개발
- 조명부품소재연구센터 : 패키지/모듈/엔진화 설계/공정, 조명 소재부품 등
- IoT조명연구센터 : 조명융합 핵심기술, 자동차 등 융합 제품개발 등
- 조명솔루션센터 : 스마트 융합조명, 지식서비스 융합조명, 헬스케어 융합조명, 실증/리빙랩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성과는 민간최초 감성조명 등 연구개발을 통해 약 100개 기업 매출
약 2.0천억원 달성과 가로등, 자동차, 등명기 등 기술이전 58건, 상용화 105건, 공동기술개발
211건, 그리고 러시아, 카타르 등 해외진출 기술, 실증 등 기업지원 약 4,000건 실제적 지원 등
▪ 한국조명연구원 연구총괄본부(본부장 신상욱)
- 한국조명연구원는 일반조명 광학/방열설계 기술 및 조명 소재 기술 뿐만 아니라 국내 시험인증(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뿐 아니라, 에너지 스타, ETL 등 해외 인증시험 및 신뢰성 평가 기술 등)을 보유
- 조명 관련 기업 대상으로 조명사업 기획 발굴, LED 및 OLED 조명 설계, 인테리전트 IT 조명 및
스마트조명 등 조명 관련 R&D를 진행
- 특히 빛융합에너지연구센터 및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단 구축 등 빛공해 방지 및
빛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 산업 전반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팀장 고재준)
- LED를 포함한 모든 조명기기에 대한 KC, KS, 환경, 조달, 해외인증(CEC, CB, CE, DALI, DLC,
Lighting Facts)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시험인증기관
-

미국 환경청(EPA)이 인정하는
LM-79-08, IES LM-80-08 등)

에너지스타(Energy

Star)

공인시험기관(램프,

등기구,

- 미국의 DesignLights Consortium(DLC), Lighting Facts Label 공인시험기관
- 미국 캘리포니아주 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 공인시험기관
- 국내 최조 조명기기 에너지 효율 NVLAP* 공인시험기관
*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 NIST산하 시험기관

- 도로공사,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품 규격 제정 및 시험 유지 관리
- 인체적합성(플리커, 광생물학적안전성, EMF)에 대한 적합성 검증 실시
- 대표적인 유선 프로토콜(DALI) 시험 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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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조명센터(조호석 센터장)
- 조명센터를 구축하여 차세대 조명 관련 공동 연구 수행과 중소기업 대상 시험 평가 지원, 다양한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 전장용 및 의료용 등 특수목적 LED 광원/ 모듈 신뢰성 연구 개발
- OLED 광원/ 조명, 스마트 조명 및 인간 중심 조명 관련 표준화 및 연구 개발
- LED PKG 및 OLED 신뢰성 평가와 다양한 LED 및 OLED 조명 특성 평가
- KOLAS 공인 시험 성적서, 안전인증(KC) 및 KS 시험 및 인증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효율등급 시험, CE 및 UL 시험, 환경표지 시험 외
▪ 강원대학교 조명연구실(김훈 교수)
-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로조명, 빛공해 방지 실외조명, IT 연계 스마트조명 콘텐츠 등을 개발 중이며,
중소기업에게 조명 광학 설계 기술 지원
▪ 세종대학교 조명시스템연구실(최안섭 교수)
- 건축 조명시스템 개발에서 경관조명 디자인까지 조명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최근에는
인간 감성에 대한 빛 환경 분석, 건축물과 조명연계 에너지절감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진행 중
▪ 알토
- LED를 활용하여 고품격 조명 디자인 제품 개발 중
▪ 에이팩
- LED에 대한 방열 솔루션을 기반으로 대용량 공장등, 타워등, 경기장 조명 등을 개발하여 제품
출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 수출 진행
▪ 오로라디자인랩
- 스마트 조명 및 빌딩내 통합 조명제어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 및 솔루션을 보유
▪ ABI시스템즈
- 독자적인 조명기구 구동 및 제어장치 연결 컨넥팅 기술을 보유하여 저가격형 스마트조명시스템
서비스 제공

◎ 연구개발 자원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제품서비스기술/공정·품질기술/산학연협력기술/상용화기술/재도전기술 개발사업
- 연구기반활용/중소기업R&D역량제고/선도연구기관협력/산학연Collabo R&D 사업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지역기업 개방형 혁신 바우처 사업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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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통기술개발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LED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산업통상자원부-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 세계최고 성능의 고효율, 고연색, 초저가형 조명용 백색 LED 광원 개발
* (목표, ’20년) 효율:230lm/W / 가격:0.3$/klm (vs 美 DOE 로드맵 : 220lm/W, 0.36$/klm)
* (핵심기술) 효율 저하(Droop) 방지 기술, 고내열성/고굴절율 봉지재 및 고효율 적/녹 형광체 등 소재 기술,
웨이퍼스케일 공정 장비 등

- 프리미엄 LED 조명 개발
* 고연색(지수 90이상), 고광량, 다파장, 스마트 기능(ICT․IoT융합 등), 플렉서블 등 고부가형 LED 조명 개발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누설광 없는 투광등, 비확산형 광고조명 등 인체․자연환경 친화적 LED 조명기구 개발

-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 해소, 다학제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LED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운영
- 글로벌 타겟시장별 필요로 하는 제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제품 개발, 환경․실증 시험,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원스톱 지원
- 제품 가격하락으로 경제성이 높아진 LED 조명에 대한 보급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공공주도에서 민수시장 확대를

-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는 대형공공기관의 LED 전환목표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LED조명 보급 지원
- “LED 표준‧시험‧인증제도 발전협의체” 구성․운영
- 기업의 인증부담은 경감하되, 인증 획득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시범사업 발굴
* 대·중소기업 협력형 R&D*, 상생협력 제품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OEM·ODM 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이 첨단 고가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고용노동부)
- LED 조명 기초, 실무, 설계, 연구개발, 측정 분석 등 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
-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산업대학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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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 LED조명 실증사업(한국광기술원)
-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대체함에 있어서 제품의 신뢰성 및 질적 성능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 및 필드테스트 지원
- 완료된 LED 조명 제품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실내외 LED 조명을 실제환경에 설치, 운영하여
중단기 실시간 성능 변화 모니터링 및 검증
- LED 조명 제품의 광학, 열, 전기 성능시험, 신뢰성, 가속수명시험, 고장 분석 지원
- 지자체, 건설 업체 등 수요자 맞춤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과 필드테스트 지원
▪ OLED조명클러스터조성사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 OLED 소재-부품-공정-장비-패널-시스템 기업간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원
- OLED 패널 및 조명 관련 제품 개발 및 조기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 OLED 패널 및 조명 관련 설계-제작-시험분석-실증 관련 장비 및 시설 지원
- OLED 패널 및 조명 제품 광학적, 전기적 성능 및 안전, 신뢰성 평가 지원(분석보고서 제공)
- OLED 조명 산업 종합정보망 구축 및 마케팅 정보 제공
- OLED 조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물 홍보 지원
▪ 수요자연계형 LED조명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사업(한국광기술원)
- 10개국 해외진출 기업 컨소시엄 구축과 실증단지 구축 및 시범설치 운영 지원
(미국, 유럽,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타르, 세네갈,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 캐나다)
- 글로벌 환경 최적화 LED 조명 제품 설계-제작-시험분석-실증 관련 장비 및 시설 지원
- 수출 대상 국가에 적합한 제품 개발 및 현지 상용화(양산, IP, 실증 모니터링, 시험·신뢰성·고장분석
등) 기술 지원 및 상담
- 수출국 기후환경 맞춤 실증성적서(상호인정/브랜드) 발급/상담
- 해외거점센터 운영 및 마케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판로개척(수출상담회, 전시회 공동전시관,
로드쇼, 현지협력기관 연계 등)
- 현지 LED조명 관련 시장정보 및 표준인증 정보 DB 구축
- 수요자연계 해외수출 맞춤형 기술 및 무역실무 교육,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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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기술 분야 주요기관 연구분야 ]
기관

소속

한국광기술원

조명융합연구본부
조명소재부품연구센터
IoT조명소재연구센터
조명솔루션연구센터
마이크로LED연구센터
시험인증지원센터

한국조명연구원

연구총광본부
융복합연구센터
빛환경융합센서
시험총광본부
남부분원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광/디스플레이
융합사업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광융합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조명센터
해외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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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LED 에피/칩/패키지 제조 공정 라인을 비롯하여 LED/OLED 조명 관련
엔진/방열/ 광학/기구/회로/ 시스템/실증 각 분야 전문가 약 100여명이
조명 분야 년간 30여건 연구개발 진행 중(기술이전 60건 등)
•약 2,500평 규모의 연구장비, 시험인증 및 실증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 실시

•조명산업 및 전후방연계산업, 이종 융합산업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기획 및 연구개발 수행
•ICT융합 조명/에너지시스템 분야 재난안전 관련 스마트도로조명
안전플랫폼 분야, 인간중심 조명 분야, 태양광 실증사업 분야, 프리미엄
조명 분야, 빛환경(공해) 분야의 사업을 기획/수행 등

•반도체조명 부품용 신소재 필름, 곡면형 OLED조명용 복합 기판 등 조명
관련 소재 및 OLED 조명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수행

•LED를 포함한 모든 조명기기에 대한 KC, KS, 환경, 조달,
해외인증(CEC, CB, CE, DALI, DLC, Lighting Facts) 시험 업무와 인체
적합성 검증 및 연구개발

•LED를 포함한 모든 조명기기에 대한 KC, KS, 환경, 조달,
해외인증(CEC, CB, CE, DALI, DLC, Lighting Facts) 시험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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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LED, OLED, 레이저 등 친환경 고효율 반도체 조명용 신광원과, 이러한 신광원을 기반으로 생활
및 업무와 밀접한 일반용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서 조명 설계
기술, Smart 제어 기술, 제품화 기술, 통합화 기술 등이 포함됨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기술 분야 요소기술 ]
요소기술

코드

설명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A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B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환경에 적합한 LED조명기기
설계 기술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C

다양한 환경 변화 대응 및 수요자에게 적합하도록
자동적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LED조명 제어기술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D

불편함을 야기하는 눈부심과 빛공해를 방지한 사용자
이용 중심의 편안한 조명 설계 기술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E

감성 및 색변환 조명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 LED 광원을 제작하거나 혼합하는 광학계 및
제어 기술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F

다양한 센서 및 가전, 실내외 전기·전자 제품과 연계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제어를 통해 조명 지능화를 실현하는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G

제로에너지 빌딩/타운/시티/도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생산, 계통, 소비 등 핵심 기술과 조명이
융합하여 조명 및 전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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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기술 분야 국가별 요소기술 특허건수 ]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A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16

25

11

3

14

69

B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421

11

23

13

81

549

C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193

122

72

45

42

474

D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131

100

8

81

45

365

E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86

209

88

46

66

495

F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102

35

9

8

22

176

G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110

38

62

71

41

322

1,059

540

273

267

311

2,450

합계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은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유럽, 미국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은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일본, 미국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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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B)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E)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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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A)을
제외하고는,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유사하게,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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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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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03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중국, 타이완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한국, 미국, 타이완임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한국은 질적 수준은 높지만 시장성은 낮은 국가 쪽으로
조사됨
▪ 한국은 시장력 면에선 미국, 일본, 유럽 및 기타국가와 유사 혹은 다소 뒤지지만 질적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질적 수준은 다소 낮지만 시장성이 큰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각국의 시장력 분석 ]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KR

1059

1.004721

3.04

US

540

1.025926

2.890365

JP

273

1.014652

1.075758

CN

128

1.03125

1.137931

TW

101

1.118812

2.595745

DE

84

1.02381

0.478261

전체평균

60.93

1.03

2.24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이, 공백기술은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로 나타남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에서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F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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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A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

B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

C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

D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

E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

F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

G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
요소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A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B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C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주변 환경에 따라 조명방향 및 밝기 조절 기술

D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직접 조명을 방지하는 구조의 조명 설계 기술

E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F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스마트폰 연동 조명기술

G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조명기술

•조명타워의 냉각시스템
•조명방향이 조절되는 LED 가로등 기술

•감성조명기술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및 광학 설계 기술을,
중소기업은 LED 조명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분야는 조명타워의 냉각시스템 등이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분야는 조명방향이 조절되는 LED 가로등 기술 등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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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에서는 주변 환경에 따라 조명방향 및 밝기가 조절되는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분야는 직접 조명을 방지하는 구조의 조명 설계 기술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에서 감성조명기술 등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에서는 스마트폰 연동 조명 기술 등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분야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조명기술 등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는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과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로 나타남
▪ 고효율, 장수명 및 우수한 색상 구현도의 장점을 가지는 LED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조명에
사용되던 광원을 모두 LED로 대체하는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조명 광원으로써 LED의 도입은 이미 보편화되었기에, 조명제품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원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중소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LED 조명 기술 그 자체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분야,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분야 또는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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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주요 기술별 출원인 동향 ]
요소기술

A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기술집중도

●

주요출원인
•Michael W. May

•개인 중심

•Tseng-Lu Chien

•김경환, 이명호, 이진솔

•Cooper Technologies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B

●

C

●

•중소기업 중심

•영남엘이디

•엘이오테크, 영남엘이디,

•대기업 중심

•Cree

•삼성전자, LG이노텍,

•Philips
D

●

•Zumtobel
•Musco
•Tseng-Lu Chien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E

●

•Xicato
•Panasonic
•3M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F

●

•Cree
•Konica Minolta

G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

금영 등

•enplas

•삼성전자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등

•엘이오테크

•금영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국내 특허동향

한국광기술원 등
•대기업 중심
•LG전자, LG이노텍 등

•중소기업 중심
•금호전기, 테크원 등

•중소기업 중심
•이노셈코리아 등

•Thorn

•중소기업 중심

•Stanley Electric

•태경컨설턴트, 영광산업,

•Iwasaki Electric

테크원 등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분야는 Michael W. May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seng-Lu Chien, Cooper Technologies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분야는 엘이오테크, 영남엘이디, 금영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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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분야는 enplas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Cree, 삼성전자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분야는 Philips, Zumtobel, Musco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분야는 Tseng-Lu Chien, Xicato,
Panasonic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분야는 3M, Cree, Konica Minolta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분야는 Thorn, Stanley Electric,
Iwasaki Electric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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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고효율 저가격화 LED 모듈화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플러커 최소화 및 고역률/고효율 실현 LED 디밍 제어 드라이버 및 회로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OLED 조명 응용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IoT 기반 조명 스마트위치 및 제어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안전 및 방범용 조명 제어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휴먼센트릭 조명시스템 설계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고효율 저가격화 LED 모듈화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고신뢰성 확보 방열 및 경량 기구 구조 설계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플리커 최소화 및 고역률·고효율 실현 LED 디밍 제어 드라이버 및 회로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고광품질 고효율 LED 패키징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도로조명용 LED 조명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LED 조명기구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소비전력 500W 이상 대용량 LED조명기구 설계 및 제조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눈부심 및 빛 공해 방지 조명 설계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OLED 조명 응용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가변 자연광 스펙트럼 매칭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안전 및 방범용 공공조명 제어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휴먼센트릭 조명시스템 제어 및 설계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Light-Therapy 조명시스템 설계 기술

특허/논문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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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
•품목별 전문가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요소기술 분류

•전문가 추천

조정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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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 기술
선정평가

•평과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 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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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 리스트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핵심요소기술 선정
[ 레이저 및 응용 분야 핵심요소기술 ]
분류

조명기구

핵심기술

개요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환경에 적합한 LED조명기 기 설계 기술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불편함을 야기하는 눈부심과 빛공해를 방지한 사용 자 이용
중심의 편안한 조명 설계 기술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감성 및 색변환 조명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
LED 광원을 제작하거나 혼합하는 광학계 및 제어 기술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다양한 센서 및 가전, 실내외 전기·전자 제품과 연계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제어를 통해 조명 지능화를 실현하는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다양한 환경 변화 대응 및 수요자에게 적합하도록 자동적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LED조명 제어기술

조명시스템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제로에너지 빌딩/타운/시티/도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생산, 계통, 소비 등 핵심 기술과 조명이 융합하여 조명 및 전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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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고품격 디자인, 조명 솔루션, 표준 플랫폼, 저가격·지능화, 인간친화 등 글로벌 맞춤형 기술
개발
 스마트홈·시티, 제로에너지빌딩, IoT 및 ICT 등 제4차 산업혁명 융합 스마트조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추진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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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기술개발 로드맵

[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

고효율 및 에너지 절감형 일반조명시스템 개발 및 양산
신광원 기반 일반조명시스템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사용자 및 환경 맞춤형 빛
환경 개선과 고효율
조명기구 개발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 제품화 기술
IoT 기반 조명 스마트워치 및
제어 기술

IoT 및 ICT 융합형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조명 자체
통합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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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고효율 저가격화 LED 모듈화 기술

7

7

8

8

30

플러커 최소화 및 고역률/고효율 실현
LED 디밍 제어 드라이버 및 회로 기술

7

7

7

8

28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대용량
LED 조명 기술

7

8

8

8

32

선정

도로조명용 LED 조명 설계 기술

8

8

8

9

33

선정

OLED 조명 응용기술

6

6

7

7

27

LED 조명 Smart 제어시스템 기술

7

8

9

8

32

선정

IoT 기반 조명 스마트위치 및 제어 기술

8

8

8

8

32

중복

안전 및 방범용 조명 제어 기술

7

7

7

8

28

중복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 조명용 광학설계
기술

8

8

8

8

31

선정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8

9

7

8

32

선정

휴먼센트릭 조명시스템 설계 기술

6

7

7

7

27

중복

고효율 저가격화 LED 모듈화 기술

6

6

7

7

26

중복

고신뢰성 확보 방열 및 경량 기구 구조
설계 기술

7

7

7

8

29

플리커 최소화 및 고역률·고효율 실현
LED 디밍 제어 드라이버 및 회로 기술

6

6

7

8

28

고광품질 고효율 LED 패키징 기술

8

7

7

8

30

도로조명용 LED 조명 기술

8

8

8

8

32

중복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LED
조명기구 기술

8

7

8

8

31

중복

소비전력 500W 이상 대용량
LED조명기구 설계 및 제조기술

8

8

7

8

31

눈부심 및 빛 공해 방지 조명 설계 기술

7

7

7

8

29

중복

OLED 조명 응용 기술

6

6

6

7

25

중복

가변 자연광 스펙트럼 매칭 기술

6

6

7

7

27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7

7

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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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안전 및 방범용 공공조명 제어 기술

8

8

8

8

31

IoT 기반 조명 스마트스위치 및 제어
기술

9

8

8

9

34

선정

혼색 광학계 설계 및 색온도 가변형
LED조명 제품화 기술

7

7

7

7

27

중복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에너지 융합
조명 제어 및 통합화 기술

8

8

8

8

32

선정

휴먼센트릭 조명시스템 제어 및 설계
기술

7

8

7

7

28

Light-Therapy 조명시스템 설계 기술

7

7

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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