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목적

    LED 산업은 표시등과 같은 국소적 활용에서 이제 기존의 일반조명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녹색경제의 일환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특화된 LED 융합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을 견인코자 함.

 주요현황

    (두바이 건축기자재전) 중동 최대의 건축 기자재 전문전시회로 최근 중동지역은 녹색 신도시 건설이라는 
수백억 달러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친환경 조명 LED 및 단열 건축자재, 친환경 페인트 등 친환경 및 
고기능소재를 활용한 건축자재의 진출이 유망함.  

    (건축-LED융합) LED 조명을 다양한 건축적 요소에 적용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음. 독특한 소재설계를 
통하여 광학적 효과를 배가시킨 플라스틱 건축소재에서 석재에 LED를 접목하거나 다양한 실내ㆍ외 소품에 
빛을 접목함으로써 긍정적 반향을 불러옴.  향후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됨.

    (LED융합 국가 정책) LED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LED융합 선진화 전략”을 세워 융합센터간 허브의 
중심축인 한국광기술원을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해가고 있음.

 시사점

    글로벌 시장만이 존재하는 LED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확한 포지셔닝이다.  
LED융합 시장은 특화된 LED 제품 및 기술의 대안으로써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야 함. 

ｌ저자ｌ 오대곤 PD / KEIT LED/광 PD실 

LED 융합 산업
(두바이 국제건축기자재전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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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LED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2013년 11월 말에 개최된 두바이 국제건축기자재전을 통한 LED와 건축의 융합 
동향과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전반적인 LED 융합 산업을 
소개하고자 함. 

 두바이 국제건축기자재전에 진출한 한국관의 대박 품목으로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성공 사례 소개

-    국내 Y 기업의 꽃이나 나비와 같은 문양이 새겨진 석재로 문양에서 빛이 나오고 다양한 컬러와 조도를 가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적인 생동감을 가지도록 한 제품으로 단일 LED 광원과 광파이버를 사용하고 컬러필터와 여러 모드의 
콘텐츠, 다양한 신호처리 기술 등을 포함하여 실ㆍ내외 건축물의 일부에 조성함으로써 필요한 메시지나 감성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다. 전시기간 내내 방문자와 상담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큰 관심과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준비해간 소개책자는 다 조기에 소진되었고 전시장내의 샘플 석재들을 모두 현장에서 판매하여 추가 
제작을 서두르고 있음.   

-    정수기를 제작ㆍ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전시기간 내 8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이 귀한 사막지역의 
수요와 차별화된 제품의 특성으로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수기를 통과한 후의 물의 순도를 측정기를 장착하여 
바로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기존 두바이지역의 식수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느끼게 하였고 
냉ㆍ온수의 경우 물을 별도의 저장용기에 담아두지 않고 긴 고열전도 파이프를 활용하여 직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종 세균에 오염되는 확률을 최소화하였음. 

    전시회를 통하여 세계 각국 제품의 특성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내 LED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두바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시장 진출을 하고자하는 기업들에게 무역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자청하고 투자 시 
다양한 기업우대 및 재무역시 무관세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무역과 금융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중임. 

| 그림 4-1  두바이의 수출입 및 재수출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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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LED 융합의 중요성을 수년전부터 간파하여 “LED 융합 선진화 전략”을 세워 융합센터간 허브의 
중심축인 광기술원을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해가고 있음.

2. 두바이 국제건축기자재전

1) 두바이 국제건축기자재전(The BIG 5 SHOW 2013) 개요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 두바이국제건축기자재전 (The Big 5 Show 2013) 

 개최기간 : 2013.11.25(월) ~ 11.28(목) (4일간)

 개최장소 : UAE 두바이, Dubai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주 최 : DMG World Media

 개최연혁 : 1980년 초년 개최, 2013년 34회째  

 전시규모(2013년) : 45,198㎡, 2,742개사 참가, 74,962명 방문

 전시품목 : 건설장비, 바닥재, 욕실용품, 벽지, 창호, 내부 마감재, 타일, 석재, 페인트, 조명, 도어락 등 건축자재

※    최근 중동은 그린산업을 주목하기 시작, 녹색 신도시 건설이라는 수백억 달러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친환경 
조명 LED 및 단열 건축자재, 친환경 페인트 등 친환경 및 고기능소재를 활용한 건축자재의 진출이 유망함

 홈페이지 : www.thebig5.ae

 전시회 특징 

-    중동 최대의 건축 기자재 전문전시회로 건축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이 되는 
전시회임

-    UAE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설부문은 도시건설이며 UAE 인구 증가와 관광산업의 부흥에 힘입어 
2013년에는 호텔과 거주지 건축 수요가 급증할 전망으로 건자재 관련 시장 수요 및 트렌드 파악에 매우 유용한 
전시회

 한국공동관 운영 : 40여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 운영

2) 중동 시장현황 및 전망

 중동지역 시장 현황

    중동의 GCC 국가의 최근 5년간 건축시장 규모 추이에서 보듯이 UAE가 압도적으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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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GCC 국가들의 GDP 대비 건축 예산 동향 |

    건축시장의 내용면에서는 주거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석유나 가스 채취 시설과 교통시설이 각 
10%이상 차지함.

| 그림 4-3  GCC 지역의 10대 사업 구성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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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지역 LED 관련 시장 추이

 2011년

-    LED 제품 설치가 이제 시작 단계이며 MR16(핀, GU10)  전구형  형광등  스틱 LED 순서로 선호함.  LED 
제품의 관심은 아주 많으나 초기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인하여 해외 업체와 직접거래보다는 현지의 딜러를 통하여 
소량을 구매, 영업해보고 양이 많아지면 직거래로하는 방식을 선호함.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현지 딜러의 유ㆍ무에 
대해 관심이 큼.

-    중국산이 많이 퍼져있으나 품질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여 설치쪽의 바이어들은 유럽산, 한국산을 선호함.

-    바이어들의 유형은 가격을 중시하는 중국산 선호 업체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업체로 확연히 구별됨.

 2012년

-    정부 주도 LED교체건 증가. 일반 LED시장은 2011년 대비 큰 증가는 없어 보이나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LED 전문 판매업체들이 생겼으며, 일반조명 취급 업체들이 LED 조명 품목을 라인업 중.  MR16(U$1-2), BULB(7W 
U$3-4)은 저품질 저가형 중국산이 장악함.

-    바이어들의 유형은 유통업계의 경우 가격 중시, OEM 요청이 주류를 이루고 건축 관련업체는 품질 중요시하여 
한국산이나 유럽산 선호 경향

-    시장이 아직은 초기 관계로 많은 바이어들이 로컬 구매를 원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심한 Bulb나 MR형 보다는 
등기구 일체형이나  HIGHBAY등의 고부가 제품등으로 전환 필요. 

 2013년

-    두바이의 경제가 부도 직전 수준으로 되었고, 중동 민주화운동 이후 큰 프로젝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재건 사업이 이곳에서는 특수 상황임.

-    정부 주도 LED교체건도 증가하고 있으나 LED 조명 전문 trading 업체의 상담이 많이 늘었고 전문성도 높아짐. 일반 
LED시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임.

-    두바이에 LED 조명 가게들이 작지만 전문 거리를 형성하고 있음 

-    바이어들의 유형은 2012년도와 큰 변화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많은 바이어들이 로컬 구매를 원하고 있으며, 정부건 수주(현지 업체만 입찰 가능)를 위하여 국가별 현지 견실한 
업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마켓팅 필요

·    UAE : 두바이는 2020년 EXPO를 개최하게 되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아부다비는 종전 가로등 프로젝트 
外에 실내등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음

· 이라크 : 재건 사업에 LED 조명을 선호하고 있음

· 사우디 : 정부주도의 LED 교체시 지원이 서서히 나오고 있음

· 이란 : 중동국가 중 전기료가 제일 비쌈, 경제 규제가 풀려 LED 제품 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    우선 UAE LED조명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세계적인 대기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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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조명 관련 업체들이 UAE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한국 기업들도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에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 약세와 고가 가격정책 등으로 현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음

-    아부다비에서 제시한 LED조명 사양의 경우 규격이 아주 높은 편이고 까다롭다고 함, 특히 현지 고온에서의 적응성과 
모래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IP rate를 요구하고 있다고 함

-    현지에 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특징으로는

·    현지 에이전트 혹은 디스트리뷰터 또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음

·    현지에서 원하는 제품을 발 빠르게 생산하여 제공

·    최대한 현지 업체에서 원하는 가격에 맞추어줌

-    대형 관급 입찰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    현지 요구 사양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 생산시 가격경쟁력 떨어짐

·    요구 인증을 갖추기 어려움

·    현지 영업력 뛰어난 에이전트 업체와 연결이 어려움을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중동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    대부분 한국 LED 업체는 재료를 대기업, 중국 등에서 구입하여 조립을 하여 납품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중 
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한국 대기업 칩을 중소기업이 채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함

·    LED 조명이 적용가능한 틈새시장을 물색하고 작은 프로젝트부터 착실히 납품을 하여 한국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시키는 것이 중요.

·    일반 제품으로는 포지셔닝에 어려움이 있으니, 차별성이 부각되는 제품 발굴 필요함

3) 전시회의 LED 및 건축 융합 업계 현황

 일반 LED 조명 

    실내외 주조명의 전문화된 조명 기업들은 본 전시회에 매우 적은 수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필립스나 오스람보다 
한국, 터키, 중국관의 일부 구성 품목으로 출품하는 정도이다. 특히 한국의 남영전구, 중부전기 등과 함께 터키의 
AVOLUX, LIPOM Lighting 카타르의 SHAMS,  중국의 십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함

 SHAMS, 20억 매출 규모의 유일한 카타르 LED 기업

-    기술력 있는 한국 LED 기업과의 파트너쉽 희망  

-    www.alshamslighting.com  

-    c/p: Dipesh Shah, General Manager, gm@alshamslighting.com 

 센첸 웰선 광전자기술, 7천원/3.5W 

-    http://en.wellsun.com.cn/

-    c/p: Sharlen Huang, sales3@wellsun.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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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츄리 LED, 1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연 1000억 규모 매출

-    플라스틱 픽스춰를 통한 저가형 벌브형 LED 생산, 심천성 위치, 기존 알루미늄 케이스의 5W급 벌브 가격이 8천원 
정도임에 비하여 4W급 플라스틱 벌브의 경우 3천오백원대 판매, 센첸에  칩은 대만 내지 한국 칩 사용

-    태양광과 가로등을 융합한 제품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

-    www.centriled.com

-    c/p: Melody, Business Manager, centriled-melody@hotmail.com

    SignLITE , 200여명 규모의 생산시설 가진 LED 전문기업으로 심천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만의 Epistar나 한국기업의 
칩 사용 

-    www.signlite.com.cn

-    c/p: Elaine Zhu, Vice General Manager, info@signlite.com.cn

 LXDL, 천장 LED 매립등 전문 회사로 리안성에 위치

-    www.china-lianxing.com

-    c/p: Emily Jiang, oversea manager, office@china-lianxing.com

    Deqing Helen Better Lighting, 일반 백열전구 및 전통 조명회사로 color 전구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LED 전구도 
함께 생산

-    c/p: Helen Zhang, general director, helenbulb@hotmail.com

    WRILED, 나노기술을 활용하여 고효율 고품질 사양의 LED 등 생산, 벨기에의 모회사를 두고 있으며 직관형 LED, 
다운라이트, 트랙 라이팅등, 그리고 수려한 디자인의 실내 인테리어등을 개발, 생산. 심천성 정부 투자를 받아 주요 
프로젝트 수행

-    www.wri-led.com

-    c/p: Sinan Can, CEO, can@wri-led.com

    GOLD HILL, 다양한 디자인의 랜턴 및 이동식 조명등 LED 소품을 주 
생산품목으로 하고 있음.  태양광이 접목된 무전원 LED 램프등 등 아이디어 
상품이 주종목

-    www.goldhillchina.com

-    c/p: Neal Nie, sales Director, neal.nie@goldhillchina.com

    AVOLUX , 픽스춰 완제품 생산 업체, 멀티칩 LED를 주로 사용하여 실내외등에 
사용, 칩은 주로 Philips 혹은 오스람사 것을 내장하고 있음

-    www.avolux.com

-    p/c: Rober Tasci, Production Director, rober.tasci@avolux.com

    AGT, 두이이내 그린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총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LED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음.  자체 생산시설은 없으나 국외 선진사의 LED 

| 그림 4-4  골드힐사의 태양광 접목 
LED 랜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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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제품군 구비.  예로서 일본 미쓰비시 케미칼의 기술과 제품을 Verbatim 이란 
상표를 통하여 5년보증 조건으로 판매하고, 크리사의 디밍이 가능한 칩을 사용한 태양광 융합된 가로등, 한국의 경우는 
LG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www.alyousufgt.com

-    c/p: Bopan Mampilli, sales engineer, bmampilli@alyousuf.com

 건축 융합 LED 조명

    영원테크,  한국기업으로 일반석재에 LED로 연출되는 다양한 문양을 입힘으로써 LED-건축의 대표적 융합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 LED 나무등 특화된 경관 조명제품들을 생산함 

    Fiberli,  터키의 최대 out-door LED 제조업체, 250여명의 종업원으로 조명 완제품 조립 및 시스템 판매 
-    www.fiberli.com
-    p/c: Ozlem ABEDI, foreign sales Support, ozlemabed@fiberli.com 

 Lipom Lighting

-    LED 조명을 다양한 건축적 요소에 적용한 제품들을 선보임.  실외 경관 조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서재 내부에 LED 
조명을 내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내부 소재설계를 하여 견고한 LED 보도블럭등을 설계하여 설치. 자체 생산시설은 
없고 설계와 시공 중심의 회사  

-    www.lipom.com
-    p/c: Omer KALKAN, general manager, omer@lipom.com

    conlux,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아이디어 중심의 회사로 부자간에 사업체 경영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 컨셉에서 디자인 
설계등 고품위의 특화된(자동차 하체 정비등 등) 제품을 선보이고 있음 

-    www.conlux.com            

-    c/p: Karl Gartner, CEO, k.gartner@conlux.at 

| 그림 4-5  영원테크의 LED융합 석재 | | 그림 4-6  터키 리폼사의 LED 실장 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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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composite

-    특수 광학 건축소재로서 내구성 있으면서도 광학적 투과 특성이 뛰어나 다양한 컬러의 LED 조명등을 내장 함으로써 
다양한 색상의 고사양 표면감이 연출되어지는 특징을 가짐

-    www.design-composite.at

-    c/p: Ing.Walter Primus, production manager, w.primus@design-composite.at 

| 그림 4-7  오스트리아 디자인 컴포짓사의 LED실장 광학소재 |

    YINGLIANG STONE, 중국회사로 다량의 석재 가공시설을 갖추고 고품위 석재 분야에 고속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onyx 
석재를 통하여 LED 조명과의 융합을 통하여 석재의 색감을 더욱 감동있게 표현하고 있다. 

-    www.yingliang.com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소품등에 LED를 접목한 제품들이 선을 보였으며 특히 이탈리아같은 유럽제품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작품성의 수준을 목표로 한 제품들도 다수 눈에 띈다. 

| 그림 4-8  유럽 기업들의 LED 융합 소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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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LED 융합 산업 전략

 우리나라 LED 융합 산업 구조 및 허브 전략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LED 융합산업 허브구축사업(2012. 8. 1. ~ 2017. 5. 31., 한국광기술원 총괄)”의 
구조를 소개하여 글로벌 LED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자하는 국내 산업체의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국가 인프라를 
활용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LED융합산업 네트워킹) LED 융합산업 주체간 네트워킹 및 효율제고 인프라 구축

-    종합정보망구축을 통한 기술산업 정보공유 일원화, 전국 산학연 기술교류 프로그램, 총괄 워크샵, 미래기술로드맵기획 등 

 (기업지원) LED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    혁신기술지원, 특허ㆍ표준ㆍ인증 활동지원, 전문인력 배양, 시제품 생산지원, 고장분석ㆍ신뢰성평가지원, 해외진출지원 

 (장비구축) 혁신기술 결집 및 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융합시대의 조명시스템, 부품, 그리고 시스템조명 제품 기술 로드맵

    LED 융합시장에서 기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주요기술 및 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향후 5년간 시스템과 
부품 그리고 시스템화 된 LED 시스템조명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2013년도 LED R&BD 전략”에서 발췌하여 표로 
기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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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LED산업 제품 기술 로드맵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별 주요 
목표(성과)

LED  원 플랫폼 패키지  
요소기술

 LED-유무선 통합

 제어 솔루션

휴먼감성LED
시스템

표준

   KS인증 품목의 확대        국제상호인증 시스템 구축

안전/인체적합성/성능 표준화

조명기기 세계표준화 선점 조명기기 세계표준화 선도

실내외 조명 

혁신

제품

고효율 광원 모듈을 이용한 
고성능 조명 기기 기술

신개념 고성능 LED 조명 시스템 초절전형 LED 조명 시스템

원천

기술

고출력, 고효율 광원 모듈 기술
센서 및 조광 기능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조명 기술
시스템 통합형 조명 시스템 기술

광원 확산 배광 제어 기술
고품격 조명 설계 및 디자인 기술 자연광 조명 기술 

경량/박형 단위 광원 모듈 기술

수자원활용 조명기기 수자원활용 조명시스템
수자원활용 해양공간 조명시스템 

응용

LED 시스템 
조명 솔루션

혁신

제품
총천연색 제어 및  네트워킹 부품 통합 조명 네트워크 기술

건물에너지 제어기술 및 U-city 
제어 기술

원천

기술

총천연색 유/무선 
제어 모듈 기술

조명 네트워크를 통한 총천연색 제어 및 전력 
제어 기술

대면적/대단위 LED 조명 제어 
시스템 기술 

인간 심리/감정/생리 기반의 
Driver IC 기술

지능형 조명 제어시스템 개발

지능, 감성, 콘텐츠 통합형 LED 
시스템 조명 제어 기술조명과 인체/환경과의 관계 규명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콘텐츠 제어 기술

고연색성 실현 다색 광원 기술 다색 광혼합 제어 기술

Signal Modulation 기술 제어 네트워크 기술 LED 조명 u-city 테스트 베드 구축

LED
조명 부품

혁신

제품

고방열 부품 경량 방열 부품

All-in-One 조명 엔진고효율 SMPS LED 구동 IC

광기구 효율 80%조명 광기구 효율 85% 이상 조명

원천

기술

대용량화를 위한 방열 부품 설계 기술 고방열 경량 소재 기술

소형 조명 엔진 모듈 기술 고출력 SMPS 기술 다기능 구동 IC 기술

등기구 설계 기술 및 표면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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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수행중인 LED 융합 허브 구축사업의 내용인 농생명, 해양수산, 자동차등의 세부 융합분야를 포함하여 메디바이오, 
MICE, 무선 LED 통신,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제품과 원천기술등을 아래 표에 예측해 보았다. 

| 표 4-2  LED 융합 제품 로드맵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별 주요 
목표(성과)

12 EA LED / 32" 900 nm 광원 Display 시스템

근적외선 Headlamp 시스템 무선 기술 융합 능동형 경계 시스템

교환형 능동 LED AFSL Laser 광학계를 적용한 Headlamp
식물 /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 식물 / 어류 인공 양식 시스템

관광 융합 미디어 아트 플랫폼 양방향성 감응형 4D LED 관광 콘텐츠 
세균 활동 억제 및 Skin Therapy 시스템 공기정화-수처리살균 및 뇌질환 개선 시스템

1 Mbps급 무선 통신 시스템 500 Mbps급 Ladar 시스템

표준 생물학적 안정성 표준화 융합 분야별 기능 및 성능 관련 표준화

정보 
디스플레이

혁신
제품

저가형 전면발광 BLU 시스템 야간 작전 수행용 상황정보 전달 NIR BLU 시스템

원천
기술

인쇄형 COB 광원과 출사광 확대 광학 렌즈 기술 NIR LED / OLED BLU 구동 기술

Safety 
&

Information

혁신
제품

수송기기용 Active Night Vision 시스템 RF 센서 융합 Night Vision 및 LED 인공지능 경계 시스템

원천
기술

NIR LED 및 원거리 조사 광학계 동물-사람 분별 감지 및 Active Actuator 집광 시스템

수송 기기

혁신
제품

수송기기에 적합한 LED 광원 시스템 고부가가치 조명 

자동차 융합 기술 장치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

원천
기술

Adaptive Front Light용 LED 전조등 기술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 조명 기술

방염, 방수, 방폭, 방유 LED 조명 기술 특수 선박용 LED 조명 기술
크루즈선 종합조명 및 고급 실내 

광원 기술

통신기능을 구비한  전조등 및 
후미등 기술

차량간 네트워크 및 제어 기술 
차량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기술

농수산

혁신
제품

식물공장, 광배양 반응기용 고방열 LED 기구 식물/조류/어류 응용 시스템
미래 농수산 육성용 

조명 시스템

원천
기술

LED 광원과 식물/ 조류/어류 생장과의 관계 
규명

식물/조류/어류 인공 양식 시스템 기술
에너지 절감형 
농수산 양식 

관광 융합

혁신
제품

콘텐츠 기반 양방향성 LED 디지털 사이니지 시공간 디자인 기반 4D 디지털 스튜디오

원천
기술

MICE·관광·문화 콘텐츠형 미디어 아트 기술 LED 콘텐츠 휴먼 인터페이스 생성 및 제어 기술

메디-
바이오

혁신

제품

세균 활동 억제 UV 광원 모듈 공기 정화 및 살균 수처리 시스템 개발

적색&NIR 적용 Therapy 시스템 III-V NIR 기반 뇌질환 치료 개선 시스템 개발

원천

기술

 바이러스, 세균 감응 UV LED UV-C / UV-B 기반의 치료 알고리즘

임상 및 NIR 최적 파장 DB 구축 인체 광투과 및 합성 인체 호르몬 활성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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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선 통신 
시스템  

혁신

제품
가시광 무선 통신 부품 가시광 무선 통신 응용 장치

가시광 무선 통신을 
통한 제어 시스템

원천

기술

VLC PHY-MAC 기술 조명 간 무선 통신 기술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

절전형 VLC-디밍 조명 기술 대용량 콘텐츠 기술
조명 기반 실내 LBS 

서비스 기술

 핵심 기술개발 테마

    사업화를 위한 R&D 전략 수립을 통하여 LED 융합의 후보 기술군을 도출해보았다.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적의 positioning 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가. 메디바이오 LED융합조명시스템

① 고효율 특수파장 광원 제조기술 : 고효율 적외선, 자외선 LED 및 선택적 특수파장 LED 광원기술 

② 인체대상 광의료 진단ㆍ치료 시스템 기술 : LED 빛 반응에 의한 생명체 대상 진단 및 치료기술

③       농생명ㆍ해양생물체의 생장ㆍ면역기저 해석 및 제어시스템 : LED 빛 반응에 의한 농생명 해양생물체의 반응연구, 
생장제어기술

| 그림 4-9  메디바이오 LED 융합 제품 예시 |

나. 수송기기용 LED/OLED 융합조명 시스템 

① 자동차 헤드램프용 레이저 다이오드 : 휘도가 높고 콤팩트한 빔을 발생시키는 LD를 이용한 백색 광원 기술

② 나이트비전용 고효율 적외선 광원기술 및 생명체 감별 센서용 광원 및 수광부 정밀도 향상기술

③ IT융합 스마트 전조등(LEDㆍLD) 시스템 : 통신기능 내장형 스마트 전조등 및 이와 연계된 트래픽 제어시스템

④ 선박ㆍ국방용 고내구성 조명시스템 : 극한지역 수송용, 국방용 고 내구성 조명시스템

⑤ 저가화를 위한 OLED 장비/공정 및 OLED 조명 응용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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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자동차내 LED 활용 사례 |

다. LED융합 인터페이스 표준 플랫폼

①    LED 패키지 인쇄 배선 형성기술 : LED 패키지 배선 형성 기술 및 Paste 소재 기반 봉지재 도포 후 Laser Via 가공 및 
박막배선의 수직연결 기술 개발

②    인쇄 LED System on Module : COB형태의 LED 모듈 내부에 무선 센서 송수신 모듈 및 송수신용 Planar 안테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듈화

③    PL-SOM 적용 IT 융복합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  : PL-SOM (Printed LED System on Module) 조명 조도, 색상 
등의 제어 시스템

④ ZHAGA 기반 LED 및 OLED 융합조명 표준엔진 개발

⑤ MICE 융합조명 플랫폼 개발

| 그림 4-11  LED융합 표준 플랫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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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전시회 참가 후기

1) 시사점

    이미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국내, 국외 시장의 경계는 사라졌다. LED 산업 또한 글로벌 시장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확한 포지셔닝(positioning) 임.  

-    일부 표준화된 LED Bulb, 할로겐 조명등은 제품의 성능대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였으며 차별화된 기능의 추가 내지는 중국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LED 융합 시장은 일반 주조명 시장에 이어서 진입될 것이라는 예상은 수정되어야 함. 이미 융합 시장은 일반 조명시장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인적 융합을 통한 다품종의 틈새 시장을 
열어가고 있음. 

-    현재 설립된 LED 융합센터(농생명, 해양.수산, 자동차)의 분야를 조속히 확산시킴으로써 메디ㆍ바이오, MICE, 건축, 
교육, 스포츠, 오락등의 산업에서 LED 융합 제품 및 기술 개발의 기회를 선점해야 함.  

    효율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다양한 기초연구와 실험결과의 체계적 DB화, 연구소에서는 설계 
개발과 인증.표준을 진행하고 업체에서는 연구소의 개발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양산 가능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개발과 상용화의 격차를 최소화할 협력 전략이 필요함.

2) 두바이 전시회 후기  

    11월 후반부에 방문한 두바이는 그 곳의 겨울이지만 낮 온도가 25도 이상인 여행의 최적시기이다. 두바이 최대 전시회인 
국제건축기자재전이 열리는 World Trade 센터에 인접한 호텔의 경우 시설에 비해 숙박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숙지하고 사전에 한 두블럭의 거리에 경제적인 가격의 신규 호텔을 예약해 봄도 좋을 것이다.

    두바이 국왕이 남긴 명언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그러나 나의 자식들은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나의 자식들이 낙타를 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한다”는 요지의 생각이 오늘날 사막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명ㆍ암이 공존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과는 또 다른 의미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처음 낮선 곳에 도착한 다음날, Kotra 중동지역본부에서 마련한 기업체 간담회는 현지의 무역 정책과 현지기업의 핵심 
제품군들을 소개받고 무엇보다 함께 간 국내 기업인과 유관기관간의 교분을 만들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한 국가 산업정책등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보수집에 도움을 준 Kotra 본사 및 현지 직원, LED 관련 한국관 참가업체에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바쁜 
일정중에 저녁시간을 이용해 세계최고층 빌딩 “버즈 칼리퍼”를  볼 수 있었다.  삼성물산이 수주하여 우리의 건축 기술이 
참여하였다는 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푸른 조명이 비춰지는 빌딩의 위용을 공유해본다.  
아울러 귀국하는 당일 세계에서 최고 고가의 호텔로 알려진 7성급의 “버즈 알 아랍 호텔 ”을 먼 발치서 보았다. 호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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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극심한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투자유치를 
위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면 충분하다는 국가 정책의 산물이다.

   

  

| 그림 4-12  두바이의 상징적 건축물 버즈칼리퍼(좌측) 및 버즈알아랍호텔(우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