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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 기업 최초 대형 OLED(8.6세대1)) 생산 공장 착공
9월 27일 중국 후난성 정부는 중국 국내 기업

최초로 리우양 첨단기술개발구(浏阳高新区)에

적극적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으
로 대형 고화질 TV, 웨어러블기기, VR, 플렉서블

8.6세대의 초고화질 대형 OLED 패널 팹(Fab, 생

스마트폰 등 OLED를 탑재한 프리미엄 전자기기

산공장)을 정식 착공했음을 발표했다. 투자 기업

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OLED 시장의 성장잠재력

인 후이커그룹은(HKC)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고, 이번에 착공한 대형 OLED 팹은 HKC

HKC의 8.6세대 OLED 팹 투자 발표에 대해 현

의 4번째 신규 공장으로 약 18개월 기간 동안 총

지 전문가는 실제로 LCD와 소형 OLED 패널을 동

320억 위안(약 5조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시에 양산하거나 LCD만 생산할 것으로 추측하고

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중국 내에서는 대형 OLED

게 대형 OLED(8.5세대) 팹(광저우 소재)을 가동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많은 기업이

하고 있고 BOE, CSOT 등 9개 중국 현지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대형 OLED 생산단계에 진입했

중소형 OLED(4.5, 5.5, 6세대) 팹만 가동하거나

으나 ① OLED의 수명이 짧고, ② 소재 및 제조공

투자 계획 중이어서 이번 HKC의 대형 OLED 팹

정 기술과 수율의 한계로 대형 OLED 생산 역량 수

투자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1)

준이 낮고, ③ LG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 기업이 대형 OLED 팹 건설에 투자한 배

있어 중국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④ 중국

경은 정책과 시장 측면에서 볼 수 있다. 2017년

의 OLED 수요 규모가 투자 대비 작다는 이유로 시

말 중국이 대출 및 토지 사용을 규제하고 지방정

장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 프로젝트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디스플레이기

하지만 중국 기업이 대형 OLED 부문에 투자를

업들의 신규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OLED 공급과잉과 중국의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리스크가 낮고 경기 부

기술 추격으로 인해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양 효과가 큰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은 제

원책을 재개하였다. 중국은 2021년까지 글로벌 5

품 차별화를 강화하고 TV, 스마트폰 등 중국 내 전

대 기업에 중국 기업 2곳을 진입시키고 OLED 산

방 세트 기업과 협력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재 2~3%에서 25%

을 적극 탐색할 필요가 있다.

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OLED 산업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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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는 패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큰 유리기판인 마더글라스(원장)의 크
기를 의미하며 세대가 높을수록 마더글라스의 사이즈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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