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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에너지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발
광다이오드(LED) 조명이 개발되어 각광받고 있다. 이는 반도체의 일종으로서
백열전구에 비해 소비전력이 10분의 1에 불과하고, 수명은 10배 이상 길다.
이러한 반도체 조명은 현재의 백열등이나 형광등과 같은 모든 조명을 대
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먹걸이산업으로서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LED 조명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대만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다. 참여기업도 대부분이 중소벤처
기업이고, 일부 대기업이 있기는 하나 LED사업 분야는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등 규모면에서도 취약하다. 국내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조명의 중
요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LED를 국책사업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은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일본은 세계시장 점유 차원에서, 대
만은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부족
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내 LED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창출을 통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기술로 우리 기업들이 당장 생산할 수 있는
분야로서 LED교통신호기 교체나 건물내의 비상구 유도등과 같은 24시간
전력을 사용하는 분야의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LED교통신호기 교체의 주 수요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정부
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교통신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를 LED로 전면교체하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 조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 강화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이 시급히 요구된
다. 동시에 LED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의 구축
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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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조명(LED)의 중요성과 육성전략

1. LED의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동향
(1) LED의 개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타임머
신을 타고 현재로 온다면 TV, 휴대전
화, 컴퓨터 등 지금까지의 기술발전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열
전구를 발견하고는 친근감을 느낄지
도 모르겠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후라면 얘기
가 달라질 것이다. 이는 발광다이오드
(LED)가 전구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반도체의 일종인
발광다이오드로서 화합물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 전기신호를 보내면 빛
을 발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LED 부문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적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
지만, 그 이후 기술발전이 급속히 진행
되면서 실내조명과 같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LED 조명이 확대된다면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이제까
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다양한 방법으
로 조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LED 기술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60년대이지만, 그 때는 알람시계의
시간이나 비디오카메라의 배터리 소모
량을 알려주는 데 쓰이는 것이 전부였

다. LED가 조명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적색(red), 녹색(green), 청색
(blue)에 제한되어 백색 빛을 나타내
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일본의
니치아화학이 1993년 청색 LED를 생
산하기 시작하면서 LED 기술은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적색(red),
녹색(green), 청색(blue)을 결합해 백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명산업은 LED 기술에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LED는 컴퓨터 프로
세서처럼 반도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매년 더 빠르고 가격이 저렴
한 새로운 프로세서가 개발되는 것처
럼 밝기, 에너지 효율성, 수명이 뛰어
난 LED가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LED 발달과정
당초 1962년에 미국 GE에 의해
LED소자가 처음 개발되었고, 그 이
후 1990년대 전반기에 고휘도 적색
LED가, 1990년대 말에 고휘도 청색
LED가 개발되어 LED 조명은 극적
인 진화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LED
기술은 초기에 적외선과 적색소자로
부터 시작되어, 짧은 파장의 빛을 방
출하는 청색소자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특히 청색 LED
의 경우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
으나, 1993년 니치아화학의 나카무라
슈지에 의해 GaN을 기본으로 하는
발광소자가 개발되어 1990년대 후반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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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기판
(Substrate)

⇔

⇔

⇔

LED 생산과정

⇔

<그림 1>

에피 웨이퍼
(Epi Wafer)

소재

GaAs,
Sapphire 등

GaN,
InGaN 등

Blue LED

White LED

상용화되었다. 이것이 이미 개발된 적
색, 녹색 발광다이오드와 함께 백색
LED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LED의 제조공정은 세부기술별로
기판, 에피, 칩공정, 패키지, 모듈제작
기술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각
제조공정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요구
되는 최첨단기술이다.
LED의 백색화는 크게 두 가지 방
법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첫째 방법
은, 적·녹·청색인 빛의 3원색 LED
를 조합해서 동시 발광시켜 백색광을
얻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청색 또
는 자외선을 발광하는 LED를 형광체
의 발색과 조합하여 백색광을 얻는
것이다.
또한 사용 방법의 관점에 따라 백
색 LED는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며,
기술개발 방법도 확연히 다르게 접근
하게 된다. 첫째는, 광원으로 이용하
는 경우이며, 휴대전화의 액정 백라이
트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의 백색은 컬러 필터 자체의 색
특성에 매칭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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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Device)

패키지
(Package)

둘째는, 우리 인간이 직접 백색을
보는 경우인데, LED 게시판, 각종 표
시소자(indicator) 등이 여기에 속한
다. 이때는 색의 품질이 요구되지 않
기 때문에 유사 백색도 상관없다.
셋째는, 백색 LED가 빛을 비추어
물체를 보는 경우로서 조명 광원을
예로 들 수 있다. 광원은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도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지 않
으면 안 된다.

(3) LED의 새로운 용도
백색 LED를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저전
력, 장수명, 무수은 등의 장점이 있어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LED는 공급전력의 90%를 빛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10%밖에 변
환할 수 없는 백열전구와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이 현격하게 높다. 소비전
력은 백열전구의 1/10에 불과하고,
수명은 10배 이상 길다.
따라서 365일 내내 24시간 가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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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ED의 새로운 용도

현재

교통신호등, 비상구 표시등, 각종 표시기, LED 디스플레이(전광판), 자동차용 계기판 패널,
정지신호 램프, 방향지시 램프, 소형액정 백라이트 등

향후

일반 조명, 가로등, 자동차용 헤드램프, 의료용 조명, 식물 재배용 광원, 광촉매 여기용 광원,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카메라용 플래시, 각종 자외선 여기용 광원, 프로젝션용
광원

는 전국의 교통신호기를 LED로 교체
하여 소비전력을 1/10로 줄인다면,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만큼의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다. 전력소모가 줄면
그만큼 전기료가 적게 들고, 전기생산
을 위한 화력발전소의 석유소비도 경
감된다. 나아가 화력발전소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일조하게 되고,
기존의 백열전구에 비해 교환작업이
나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는 등 환
경보호의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기술수준의 백색 LED는 광도
가 낮아 일부 응용제품에 사용되고 있
지만 향후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을 대
체하여 조명기구, 가로등, 자동차용 조
명 등으로 널리 사용될 것이다. 저전력
소비, 환경친화적 특성 등으로 인해 새
로운 용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일반 조명과
헤드라이트 등의 자동차용은 특히 큰
시장이 예측되는 용도이며, 각 업계가
개발을 한창 진행 중이다.
태양발전식 LED 조명은 가로등이
나 섬지역의 조명용으로 매우 각광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태양전지,

축전지 및 LED 조명을 조합한 것으
로 외부전원이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조명을 동작할 수 있는 옥외용 조명
시스템이다. 동작의 원리는 낮 동안에
태양전지에 의해 발전된 전기 에너지
를 납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LED 조명을 통해 비추는 것이다.

2. 세계 LED산업의 성장 동향
(1) 세계 LED시장의 현황과 전망
2004년 세계 고휘도 LED시장 규
모는 약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7%나 확대되었다. 향후 고휘도
LED의 세계시장은 2007년에는 약
5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LED의 일반 조명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2007년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 보면, 현재 특히 많이 이
용되고 있는 분야가 휴대전화용으로서
2003년도에 시장의 50%를 차지하였
고, 2004년에는 58%를 점하였다. 휴
대전화에서는 키패드, 착신 램프, 액정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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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백색 LED 시장 전망
시장(억 달러)

LED칩 시장 총계

백색 LED 시장

LED조명 상용화

자료 : Strategies Unlimited, 2005.

패널의 백라이트 등에 이용되고 있으
며, 컬러 액정화의 발달에 따라 백색
LED의 증가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지판에서는 도로표시기나 전철,
버스 등의 행선지 안내판, 각종 광고
보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2003년
도에 전체의 18%에서 2004년도에
13%로 축소되어 차지하고 있다. 자동
차용에서는 내장광원으로서 실내조명
이나 조작버튼이 있고, 외장광원으로
서는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이 있다.

(2) 선진국들의 LED산업 육성 노력
세계 각국은 LED에 관심을 가지
고 국책사업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육
성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일본은 세계시
장 점유 차원에서, 대만은 가격경쟁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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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
히 중국은 전기부족난으로 공장가동
을 늘릴 수 없는 한계상황을 돌파하
기 위해 에너지극복 차원에서 진행하
고 있다. 조명용 백색 LED의 중요성
이 강하게 부각됨에 따라 일본, 미국,
대만 등은 LED를 차세대 전략품목으
로 선정하여 국가적인 기술개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98~2002년 동안 정부중
심으로 4개 대학, 13개 민간기업과
공동개발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
“Light for the 21st century : 21세
기 빛 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
한 바 있다. 나아가 2004~2008년간
“LED 의료혁신 지적창성 클러스터”
및“Deep UV LED”등 지속적인 세
계기술 선도를 추구하는 국책기술개
발사업을 수행 중이다. 또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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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아, 도요타, 마쓰시타 등의 LED
업체와 전기전자 조명기기업체의 연
합체인 ‘LED 조명산업협의회’
를 통
해서 LED 조명에 대한 공통의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200lm/W급 LED 개발을 목표로 하는
“Next Generation Light Initiative :
차세대 광 계획”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일반 조명기구의 50%를 전력소비가
적은 LED로 교체할 예정이다.
대만의 LED 개발은 경제부가 중심
이 되어, 백색 LED 개발을 목표로 국
가 프로젝트(NGSSL)를 비롯하여 모
두 3개의 프로그램(NGSSL, TDMDA,
ESD)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에 대만 기술처가 주도하는「白
光 LED硏發聯盟次世代照明整合性計
劃」프로젝트에서는 대만의 LED관련
전후방 산업계들이 모여 공동으로 규
격 등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6월 결성된「國家半
導體照明工程協調」
에서 중국 과학기
술부, 신식산업부, 건설부, 경공업연합
회, 중국과학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
하여 LED 조명을 조기에 개발해서
중국의 모든 국토에 LED 조명을 보
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5개 지역에‘국가 반도
체조명 산업화 기지’
를 지정하여 육
성하고, 또한 2005년 7월 제13차 국
가 경제개발계획에 LED 및 반도체

조명산업 육성을 포함시켜 대규모 국
책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3년에 LED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LED를 선정한 바 있
으나, 예산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뒤
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특화산업으로 LED를 선
정하여 광학산업의 성공을 향한 탈출
구로서 LED는 최대의 희망이 되고
있다.

3. 국내 LED산업의 동향과 경쟁력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체목록 자료
에 의하면, 국내 LED관련 업체는 약
377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LED업체들은 대부분 중소벤처 규모
이고, 일부 대기업이 있으나 LED사
업 분야가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
는 등 규모면에서 취약하다. 실제
LED칩과 램프 생산능력을 보유한 업
체는 20여업체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LED산업
에 속한 기업체는 26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LED산업의 수출은 2004년
현재 약 2억 600만 달러로 지난 1999
년부터 연평균 49.6%씩 증가해 온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D는 대표
적인 수입초과 품목으로 수입의 경우
는 2004년 5억 8,900만 달러로 수출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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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발광다이오드(LED)의 업체 수 및 생산액
단위 : 개, 백만 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사업체 수

10

12

14

20

26

생산액

88,744
(-105.9)

110,589
(24.6)

94,747
(-14.3)

166,754
(76.0)

301,591
(80.9)

자료 : 통계청.
주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표 3>

국내 LED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0

27

33

33

59

92

206

154

수출
수입

56

99

116

257

458

589

439

무역수지

-27

-66

-82

-199

-366

-384

-285

자료 : KOTIS.

<표 4>

LED산업 관련 국내 기술의 강점·약점
강점

약점

기초기술

반도체 강국의 기술 기반

대학·연구소 연구기반 부족

응용기술

우수한 연구인력
동종·이종기술 교류

핵심원천기술 부족
PKG분야 인력부족

개발기술

R&D 클러스터 형성
산업기술정책
벤처기업의 기술력

제조·생산

대량생산기반 형성
K/P시장점유율 1위
응용시장 지속출현

마케팅

전방수요산업(자동차, 휴대폰,
LCD 등) 발달
시장경쟁력 보유

기타
세계3위 경험

R&D 투자부족
시험생산기술기반 부족

일·미·대만 국책사업시행

대량생산능력 부족
Cost leadership 전력부재

저휘도 LED 중국, 대만의
추격

특허대응전략 부재

세계 표준화 도입기

세계시장 고속성장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1999
년부터 연평균 60.3%씩 비교적 높은
34

KIET 산업경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역조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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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LG이노텍

삼성전기

국내 주요 LED업계 동향

-

주요 사업 내용
2004년 LED 생산량을 월간 1억 개까지 확대 계획
한국화학연구원과 형광물질의 특허계약을 체결하고, 백색 LED 양산
LG전자기술원과 공동으로 청색 및 백색 LED 개발
2004년 자동차용 고휘도 LED 개발 개시
백색 LED 집중투자, 휴대폰 LCD 광원 및 플래시용을 우선개발
AlGaInP and InGaN 재료의 LED 개발
차별화된 독자구조의 청색 LED를 개발하여 110여건의 특허 출연

- 오스트리아의 트리도닉 사와 공동개발로 조명용 LED인 알파 파워 LED 개발 완료
(2004. 04)
서울반도체 - 캘리포니아대 조명연구소(SSLDC)와 조명 LED 분야의 특허 및 핵심기술 도입협정 체결
(2003. 12)
- 2004년 4월 세계 두 번째로 300㎛ 크기의 칩을 3개 패키징한 조명용 고휘도 LED인
Z-Power LED를 독자개발하여 양산
- 2004년 백색 LED 신규라인을 구축하여 월 1,500만 개 생산능력
루미마이크로 - 1㎜ 크기의 원칩을 패키징한 1W급 파워 LED 출시
- 2005년 4월 믹구의 인티메틱스 사와 형광체 관련 기술협약 체결
럭스피아

- 2003년 최소형(3.5×2.8×1.8㎜) 플래시용 LED 양산
- 2004년 월간 4,000만 개 생산능력 갖추고 백색 LED 출시
- 자동차용 LED분야로 영역 확대

나리지온

- 갈륨비소(GaAs) 반도체를 이용한 LED 생산
- 갈륨비소 적외선 소자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일본업체로부터 웨이퍼 수입하고 있으나, 자체 에피성장기술 확보

이츠웰

- 에피웨이퍼는 외부조달하고 있으며 현재 칩사업에만 주력
- 2004년 자회사 비에스엘을 통해 LED 칩 패키지 라인 가동

나이넥스

- 자체제작 장비로 질화갈륨(Ga,N) 계열의 에피웨이퍼 및 LED 생산
- 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MOCVD) 장비를 자체 개발
- 2004년 중국 SDT그룹과 LED 칩 패키지를 담당할 합작법인 설립

에피벨리

- 갈륨비소와 질화갈륨계 50·100·150㎜ 웨이퍼를 양산
- LED 칩 생산라인 가동으로 청색 및 녹색 LED 칩 생산

금호전기 원반도체 광전자
바이오닉스 씨에스이엔지 엘에스반도체
에피플러스

알에프텍

질화갈륨 에피웨이퍼 생산, 적색 LED용 InGaAlP 웨이퍼 생산
적·녹·청 삼원색의 LED 칩을 결합한 3칩 백색 LED 생산 계획
자동차용 LED와 신호등 LED 모듈 생산
LED 소자 생산량 확대계획, 광주로 이전계획
국내 최초로 휴대폰 키패드용 정전기 방지 청색 LED 개발·양산
2004년 12월 고효율 백색 LED 개발
LED 소자 700만 개/월 시험 생산중
2004년 월간 4,000만 개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LCD BLU용과 플래시용 백색 LED 출시
2004년 월간 100만 개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LCD BLU용과 플래시용 백색 LED
개발완료
- 군포에서 핸드폰 LCD용 백색 LED 생산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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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재 및 2010년의 LED산업 경쟁력 비교
일본 업체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국내 업체

대만 업체

현재

100

70

80

2010

100

90

90

현재

100

110

120

2010

100

110

120

현재

100

90

85

2010

100

100

90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실태조사.
주 : 가격경쟁력은 일본보다 저렴하면 100 이상, 비싸면 100 이하임.

서 LED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한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LED산업에서 무엇보다 시급
한 사항은 기초 및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문제이다. LED관련 원천기술
및 특허의 상당부분을 일본 니치아를
비롯한 선진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또는 선진업체에서
R&D 확대와 기술관련 기업 간 전략
적 제휴가 활발한 상황이다. 광소자
제조기술의 경우 상당한 연구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과 시험
생산시설 기반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LED업계는 고휘도·부가가
치 제품 위주로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업계들은 매출뿐 아
니라 기술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
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은 아직
까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
다. 삼성전기, LG이노텍, 서울반도체,
그리고 광기술원 등이 백색 LED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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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대
만보다도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LED산업에 대한 경쟁
력은 현재 일본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
하지만 2010년에 가서는 상당한 수준
으로 향상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일본 니치아가 독점하고
있는 LED관련 특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일본과
의 격차축소 속도는 다소 유동적이다.
한국과 대만이 가격우위를 지속하
면서 기술적으로 일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이후에
는 세 나라 간 글로벌 경쟁의 격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출면에서는
증가율이 높아지겠지만, 수입이 계속
급증하면서 무역수지는 상당기간 적
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LED산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은 일본, 미국 등 선진업체
대비 1~3년의 격차로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LED의 생산
성과 신뢰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반도체 조명(LED)의 중요성과 육성전략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반조명용 백색
LED의 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일반조명용 백색 LED의 개발 및 생
산능력은 전반적인 경쟁력에 큰 영향
을 미치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LED산업은 기술적 측면에서
는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원가
측면에서는 대만이나 중국 등에 협공
을 받는 넛 크래커 상황이다. 국내
LED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인프라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참여기업들
도 대부분이 중소업체 위주로 선진국
과의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

4. 대응방안
(1) LED 응용분야의 표준화 책정
긴요
현재 신기술의 조명용 백색 LED
에는 제품의 시험방법, 사양 등 기준
통일의 합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물론 국가규격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
는 상태이다. 선진국의 선발기업들은
자기 수준의 표준을 만들어 제품화를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선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LED조명을 둘러싼 기
반영역에 대해 규격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한 후, 국가 규격, 국제 규격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국가 프
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개발 단계에
서 표준화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의견수렴에 용이할 것이다. 표준화를
이끌어갈 주관기관과 산하‘LED광원
표준화위원회’
, ‘LED조명기기표준화
위원회’등 기반부터 응용분야까지 각
각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2) LED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기관의
수요창출 긴요
요즘 계속되는 원유가격 상승은 국
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더욱이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 고용창
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럴 때 유난히도
많은 우리나라 교통신호기를 발광다
이오드(LED)로 전면 교체하면 에너
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조명제품보다는 우선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조명
제품에 LED를 적용해야 그 파급효과
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는 조명제품으로 도로
교통 신호등, 비상구 유도등 및 유도표
지, 도로유도등 및 경광등 등에 우선적
으로 LED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법, 도로교통법 등에
LED 조명제품에 대한 측정표준과 성
능기준 및 규격이 일부만 갖추어져 있
어 전반적으로 LED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LED 조명제품에 관련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규격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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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검토하고, 제품의 시험절차 정
비와 성능시험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필요
LED관련 국책과제는 지역산업진
흥사업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주로
산업자원부의 중기거점이나 공통핵심
과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과제
간 협력이나 기술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동일기술을 중복 개발하는 경
우가 많다. 실제로 고휘도 LED칩이
나 고출력 LED 모듈 개발의 경우,
많은 단위요소 공정기술 개발이 수반
되어야 하고, 중기거점 규모의 과제는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개발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않다.
LED에 대한 R&D는 여러 건의
소규모 단위과제보다는 대규모 컨소
시엄 형태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품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정확
히 정의하여 컨소시엄 참여업체 간에
기술개발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기관
인 연구기관이 R&D 컨소시엄의 조
정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부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고급, 고성능 LED 조명제품을 개발
할 수 있는 개발 인프라인‘LED조명
기술센터(가칭)’구축이 필요하다. 반
도체조명 사회의 조기구현, 세계 일류
LED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있는
LED생산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조명 핵심기술을 꾸준히 공급
할 수 있는‘LED조명기술센터’구성
이 필요하다.

(5) LED기업의 M&A로 사업규모
확대 필요
국내 LED관련 업체의 생산규모는
해외 경쟁사에 비해 너무 작아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 있는 R/G/
B/UV-LED 칩 및 패키징을 개발하
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인력이 필
요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0억
원(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업체 간 합병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쌍방의 합병에 의해 제품라인은 한층
더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으며, 또
한 지적 소유권, 제조비용 절감과 업
무경비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6) 지적 재산권의 보호 시스템 강화
(4) LED 조명기술센터 구축 필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막대한 인프
라를 활용하고,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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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에 대해서는 특허분쟁의 이미
지가 강하며, 특히 수출의 경우 특허
와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별

반도체 조명(LED)의 중요성과 육성전략

도의 계약서가 첨부될 정도로 특허분
쟁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특허전략은
그 목적에 따라 특허취득 전략, 특허
활용 전략, 특허 비공개 전략의 세 가
지로 대응할 수 있다. 특허활용 전략

은 다시 독점화 전략, 공격전략, 방어
전략, 공개전략의 네 가지로 구분되므
로 기업의 특성에 알맞은 전략을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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