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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부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Special Thema

1. LED산업의 개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과 환경규제 제도 시행이 활발한 가

운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조명분야에서도 기존 조명을 대체할 친환경 

고효율의 LED조명이 각광받고 있다. LED조명 

활용 시 전 세계 조명 전력 소비량의 50% 정

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LED산업은 LED의 용도에 따라 신호용, 조

명용, 농업용, 의료용으로 매우 다양하게 확장

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LED조명산업을 

LED산업으로 칭하기도 한다. LED조명산업은 

LED반도체 광원을 이용하여 조명제품을 만드

는 산업을 의미한다.

LED조명은 백색조명으로 주거, 사무공간의 

실내조명, 총천연색 변환조명으로 환경 조명 

(예: 건축, 경관, 도로조명 등)이 강점으로 백

LED조명산업 시장현황 및 전망

그림 1. LED조명 산업.

표 1. LED조명의 종류.

구
분

타입 내용

실
내
용

MR 타입
(Mirror Reflector Lamp)

2핀형 구조로서 LED램프 후
면에 반사경을 부착한 램프

PAR 타입
(Parabolic Aluminized 

Reflector Lamp)

램프 내면에 반사면을 도포한 
반사막을 이용하여 빛을 집중
시켜 광속의 이용도를 대폭 
높인 램프

전구 타입
전구형의 조명으로 벌브타입
과 컴팩타입으로 구분

형광등 타입
백열전구에 비해 효율이 좋고 
소비전력 또한 1/3정도

평판조명 타입
천정에 매입되는 타입으로 사
무실, 상업시설에 주로 사용

다운라이트 타입
천정에 타공을 한 뒤 등기구
을 매입하여 고정시키는 조명
기구

바 타입 막대형태로 제작된 조명기구

센서등 타입 인체감지센서가 장착된 조명

직부등 타입
천정에 바로 설치하는 조명으
로 스위치를 통해 작동되는 
조명기구

사인모듈 타입
LED간판에 사용되는 LED조
명의 한 종류

실
외
용

가로등 타입

어두운 도로나 길에서 운전자
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통
한 사고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해 길 가장자리에 설치

터널등 타입
도로의 터널에 설치하는 조명
기구

고천정등 타입
천정이 높은 곳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방폭등 타입
가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
도록 만든 조명등

투광등 타입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는 조명등으로 강당, 체
육관 등에 주로 사용

지중등 타입 바닥에 매입하는 조명등

수중등 타입 물속에서 빛을 비추는 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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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구, 할로겐전구를 대체하는 경제성 확보

가 가능하며, 2010년 이후 형광등 대체가 되

고 있다.

LED조명의 종류는 크게 실내용과 실외용

으로 표 1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2. LED산업의 특징 

LED조명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소비전

력이 낮다는 점인데, 백열 및 할로겐전구보

다 80~90%, 형광등보다 25~35% 정도 전력

소모가 적어 자연스레 CO2 배출량도 적다. 

또한, 백열전구보다 50배, 형광등보다 6배 

이상 수명이 길어 기존 조명의 잦은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훨씬 경

제적이며, Hg와 Pb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

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LED조명은 기존의 전통조명 (전구, 형광

등 등)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보

유하고 있다. 기존의 광원대비 월등한 고효

율과 저전력 소모, 장수명 (반영구적), 빠른 

응답속도, 친환경성 (무수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작동온도가 상승하면 광량이 감소하

고, 수명이 단축되는 특성을 단점으로 보유.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하는 반도체 라

인에서 일관생산 공정에서 제조되고, 많은 

부품소재들이 사용되어 조명기기를 구성하므

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방열 설계와 저

가화가 중요한다. 또한, 고효율 LED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장비의 대형화, 안정성 확

보를 통한 Cost Down 및 Yield 확보가 필수

적이다.

3. LED산업의 응용분야

많은 강점을 가진 LED조명은 가정용에서

부터 도시형 식물공장, 조선 및 수산, 의료, 

해양과학 및 레저,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 

Energy Zero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

고 있거나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ED조명 및 LED응용제품은 다음과 

같이 폭넓은 응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LED광소자의 효율 향상에 따라 시장이 고속 

성장 중이다.

그림 2. 조명 패러다임 변화와 LED조명 시대 도래.

표 2. LED조명의 특장점.

구 분 LED조명의 특장점

저전력화

· 백열 및 할로겐전구보다 80~90%, 형광등보
다 25~35% 정도 전력소모 적음

 *  LED조명 활용 시 전 세계 조명 전력 소비량
의 50% 정도 감축

고효율화
· 백열 및 할로겐전구보다 5.6~7.3배, 형광등

보다 0.4배 광효율 (lm/W) 높음

장수명화

· 백열전구보다 50배, 형광등보다 6배 이상 수
명 증가 (최소 35,000시간)

· 기존 조명의 잦은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 대폭 
감소

친환경

· Hg, Pb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형광
등, 백열전구와 달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
아 환경오염과 별도의 폐기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폐형광등 처리비용 140~200원/개)

·전력소비량이 작아 CO2 배출량이 적음

사용자 
친화

·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형태와 크기
의 조명 구현이 가능

·RGB 조합에 의해 1,670만색의 표현이 가능
· 시공간, 용도, 상황에 따른 최적의 색온도 변

환이 용이하여 감성조명 구현 가능

IT융합화
· 디지털 제어가 가능하여 센서, 통신 등 IT시

스템과 통합적인 구현 가능

표 3. LED조명과 기존 전통조명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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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D산업 시장 특성

LED조명 시장은 LED조명회사와 LED반도

체회사가 병합하여 수직계열화 추세에 있다. 

LED조명은 반도체조명으로써 반도체기술이 

사업의 핵심역량이므로 반도체회사와 조명회

사가 M&A 등을 통해 수직계열화 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LED조명산업의 시장은 미국, 유럽 기업

이 시장점유율이 높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이 우월한다. LED조명의 주력 회사는 

Philips Lighting, Osram Lighting 등이 종

합적 사업혁신 역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며, LED조명은 아직 시장진입 초기로 많은 

중소업체들이 제품군 별로 Segment화 되어 

있다. 국내외 전통조명산업은 중소기업형 산

업으로 영세화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잃어가

는 형국이며, LED조명으로 조명의 패러다임

이 바뀌는 지금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조명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LED조명 시장은 전략제품 및 보유기술 구

조에 따라 시장주도 일류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 LED조명은 기존의 조명과 달리 LED

반도체와 등기구가 일체화된 기기로써 특

징을 가짐. LED조명 주도 회사는 부품전체

를 생산하지는 않으며, 부품 조립 등을 통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중심으로 사업을 주도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LED광원 (광소자), 

LED광원모듈, LED구동제어, 조명컨텐츠, 

LED배광제어 및 조명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기술별 시장 지배구조가 달라진다.

LED조명은 2015년까지 초기 시장 성장 국

면에서는 백열등을 대체 시장 중심으로 성장

이 예상된다. 이후 지속적인 가격하락에 따

그림 3. 다양한 LED조명 적용 예.

그림 4. LED조명 및 LED응용 제품.

표 5. LED조명 시장 전망 모델.
(단위: 조원)

표 4. LED반도체 및 조명 기업들 수직계열화 동향.

구분
수직 계열화

LED광소자 LED조명 전통조명

Philips 
Lumileds

Agilent + Philips → 
Lumileds

Color 
Kinetics, 

TIR

Philips 
Lighting

Osram
Simens + Osram → Osrma 

Opto-semiconductor
-

Osram 
Lighting

Epistrar
Epistar + South Epi → 

Epistar
- -

Nichia Nichia = Citizen (제휴)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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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광등 대체 시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전

망이다. 글로벌 조명 시장 내 백열등 비중은 

2012년 41%에서 2013년 33%, 2015년에는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LED

조명 형태별 판매비중을 보면 백열등 (MR16, 

PAR 포함) 관련 조명 비중이 75%로 압도적

으로 높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백열등 규제 정

책은 백열등 퇴출과 동시에 LED조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이미 2011년 9월 이후 60와트 백

열등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는 모든 종류의 백열등에 대한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 미국, 중

국 등도 2012년을 기점으로 단계적인 백열등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백열등 규제 

정책은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LED조

명 성장에 대한 자극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된다. 미국은 조명 형태별 시장에서 백열등 

비중이 약 5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특히, 주거용 조명에서는 66%가 백열등 계

열의 조명이 사용되고 있다.

조명 형태별 시장 및 비중 전망을 살펴보

면 LED조명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경에는 백열등과 형광등을 모두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ED조명 형태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

면 Incandescent 형태가 47%로 가장 두드러

지며, 그 뒤를 LFT, PAR 형태 등의 순이며, 

그림 5. 조명 형태별 시장 전망.

그림 6. 조명 형태별 비중 전망.

그림 7. LED조명 형태별 판매 비중.

그림 8. LED조명 지역별 판매 비중.

*자료: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2012.11.

*  LFT(Linear Fluorescent Tube):일자형 형광등, 
Incandescent, MR16, PAR (백열등 계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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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지역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이 45%로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유럽과 북

미 순이다.

5. 시장 규모 및 가격 동향

LED조명 시장은 2012년 12조원 수준에서 

2013년 21조원, 2015년 41조원 규모로 급격

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ED조명의 시

장 침투율은 2012년 9%에서 2013년 15%, 

2015년 28%로 예상된다. 조명 가격 하락과 

백열등 규제 정책 본격 시행으로 LED조명 

시장 성장은 2013년 이후 가속화될 전망이

다. 

2013년 LED패키지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4% 성장한 11.7조원으로 예상된다. LCD 백

라이트용 LED시장은 2012년 7.0조원을 정점

으로 2013년 이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조명용 LED시장은 빠르게 성장

하여 2013년에는 백라이트용 LED시장 규모

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향

후 LED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은 조명 시장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LED조명 활성화 정책의 영

향으로 LED조명 보급률은 수량기준으로는 

2012년 3%에서 2014년 10%를 상회, 금액 기

준으로는 2012년 16%에서 2014년 30%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LED전구 가격이 연평균 

15~20%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2013년 중에

는 $10 이하로 떨어지며 조명 수요를 자극할 

전망이고, 둘째로, 현재 일본 중심의 LED조

명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지역

별로 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LED조명은 가격하락 지속에 따라 시장 성

장이 빨라질 전망으로 형광등 대체와 백열등 

대체 LED조명은 전년대비 각각 35%, 33% 

하락하였음. 백열등 대체 LED조명은 이미 

10$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다. 2013년에 30% 

수준의 가격하락을 가정했을 때 형광등 대체

와 백열등 대체 LED조명 가격은 각각 약 3

만원과 5천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 

주요 국가별로 백열등에 대한 규제정책 내

용은 표 6과 같다.

백열등 퇴출 시 대체 조명은 LED조명과 기

존 CFL (컴팩트 형광등)이며, 현재 CFL은 

LED전구에 비해 효율과 수명은 크게 낮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아 백열등 대체용 고효율 조

명으로 주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ED조

명이 CFL을 대체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판단

된다. 2013년 CFL과 LED조명 가격은 각각 

3,500원과 5,600원으로 가격 차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ED조명 가격은 현재의 과잉 유통 마진의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기회가 있

그림 9. LED조명 시장 전망.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그림 10. LED패키지 시장 전망.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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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현재 LED조명 원가구조에

서 유통 마진 비중은 30% 이상으로 정상 수

준인 10%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

제 LED조명 OEM 업체가 조명 유통 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

되며, 중국 로컬 업체의 경우 LED형광등 공

급 가격이 9.9$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조

명 업체 간 경쟁에 따라 유통 마진은 지속적

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LED칩 (패키지) 가격도 광효율과 공정개

선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추가적인 하락 추

세가 예상되며, LED칩은 LED조명 원가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ED칩 가격 하락

에 따라 LED조명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전

망이다. 광효율 (lm/W)은 연간 30% 이상씩 

개선되고 있어 단위 휘도당 코스트 ($/lm)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또한, MOCVD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사파이어 기판은 4인치와 6

인치 중심으로 대형화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

표 6. 주요 국가별 백열등 규제정책 세부 내용.

국가 내용

유럽
·2011년 9월 1일부터 60 W 백열등 사용 금지
· 2012년 9월부터 모든 종류의 백열등 수입 및 생

산 금지

미국

· 미국 정부는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체
조명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2007년 통과

·2012년 1월 1일부터 100 W 백열등의 판매 금지
·2013년 1월부터 75 W 백열등 판매 금지
·2014년 1월부터는 60 W, 40 W 백열등 판매 금지

캐나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주정부 중 가장 먼
저 2012년까지 모든 백열등 판매 금지안 발표

· BC주는 2011년 초부터 75 W와 100 W 백열전구 
판매금지 법안 적용, 2012년 추가 규제 

일본

· 2012년 1월부터 전력 소모가 높은 백열등 생산 
및 판매 금지

· 일본 정부는 에너지 환경회의에서 절전 목표를 
정함에 따라 관서전력은 전년 대비 10% 절전 요
청, 규슈전력에서는 5% 절전 요청

· Panasonic은 2012년 10월 31까지 가정용 백열등 
생산 중단을 발표

호주
· 2007년 2월 호주 연방정부는 백열등에 대한 단계

적 수입 금지 계획 발표
·2009년 2월부터 백열등에 대한 수입 제한 시작

중국

·2012년 10월 1일부터 백열등 규제 시작
· 2012년 10월 1일부터 100 W급 이상의 백열등 판

매를 금지
· 2014년 10월 1일부터 60 W급 이상의 백열등 판

매를 금지
· 2016년 10월 1일부터 15 W급 이상의 백열등도 규

제 대상에 포함

러시아

· 러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사용하는 조명을 24 
W 이하 LED전구로 제한하기로 결정

·2013년 1월 1일부터 75 W 이상 백열등 사용 금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백열등 사용 금지

그림 11. 주요 국가별 백열등 규제정책 맵.
*자료:  LEDinside,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

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2012.11 업계자
료 취합, LED조명, SK증권 2013.01.

그림 12. LED조명 가격 하락 추이 (형광등 대체).

그림 13. LED조명 가격 하락 추이 (백열등 대체).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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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비용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Payback time은 LED조명 경제성의 척도

로서 조명 사용 기간 동안 누적 통합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통합비용은 초

기 조명 구입비용, 조명교체비용, 누적 전

기요금의 합산으로 계산되며, LED조명의 

Payback time은 LED조명 가격 하락에 따라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

일본 기준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LED조

명 Payback time은 백열등, CFL, 형광등에

서 평균 40% 이상 단축되었으며, 미국 기준

으로도 CFL 대비 LED조명의 Payback time

은 1년 이하인 0.8년까지 단축되었음. LED

조명의 Payback time은 사용시간과 전기요

금에 민감하며, 결국 조명 사용시간이 상대

적으로 긴 상업용과 산업용 시장과 전기요금 

부담이 높은 일본, 유럽, 북미 지역 중심으로 

LED조명 교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6. 주요 기업 현황

6.1 해외 기업 현황
LED조명 관련 국내·외 업체들의 분기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필

립스가 가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Cree 등이 뒤따르고 있다.

글로벌 LED조명 1위 업체인 필립스는 최

근 LED조명 매출액과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3분기 기준 필립

스의 전체 조명 매출액에서 LED조명 매출액 

비중은 24%까지 증가하였으며, 주로 산업용 

조명에서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2년도에 조명 매출 부분별 비중에서

는 Light Sources & Electronics가 가장 많

은 53%를 보였고, Professional Lighting 

Solutions가 28%로 두 번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조명 제조업체 비중에서도 13%로 1위

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Cree는 LED조명 시장 성장에 따른 매출 

표 7. LED성능지표 로드맵.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표 8. Payback time 감소 추이.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그림 14.  백열등, CFL, 형광등 Payback time 
(2012년, 일본).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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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수익성이 점진적인 개선추세에 있다. 

특히, LED조명 매출액은 전년대비 109% 증

가하였음. LED조명 매출 비중은 2012년 3분

기에 34%로서 전년대비 15%P 증가하였음. 

최근 Cree는 기존 LED패키지 중심에서 최근 

LED조명 완제품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그림 15.   필립스 LED조명 매출 및 매출비중 추이.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표 9. LED조명 관련 업체 매출액 현황.

그림 16. 필립스 조명 매출 부분별 비중.

그림 17. 글로벌 조명 제조업체 비중.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그림 18.  업체별 실적추이 현황 (a) Cree, (b) 
Endo Lighting, (c) 루미마이크로.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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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 Lighting은 최근 일본의 LED조명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2011년 2분

기 이후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Endo 

Lighting은 일본 LED조명 시장 내 3위권 업

체로써 주로 상가용 조명에 특화된 업체이

다. 

국내 LED패키징 전문 업체인 루미마이크

로는 일본 Endo Lighting의 LED조명 OEM 

공급업체로써 Endo Lighting과 동반 성장 

중에 있다. 루미마이크로는 대주주인 금호전

기에서 LED형광등 완제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어 수직계열화에 의한 시너지 창출이 극대

화되고 있다.

6.2 국내 기업 현황
국내 LED관련 업체인 서울반도체, LG이

노텍,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금호전기 등

은 LED조명 관련 매출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3분기 기준 LED조명 관련 매

출 비중은 서울반도체 43%, LG이노텍 12%, 

루멘스 8%, 금호전기 29%, 루미마이크로 

100% 수준이다.

국내의 LED조명 관련 업체 현황은 표 

10,11 및 그림 19,20과같다.

그림 19.  국내업체 LED조명 관련 매출액 및 비
중 추이. 

*자료 :  2013 LED조명 산업전망, 메리츠종금증
권 리서치센터, 2012.11.

표 10. 국내 LED조명 관련 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주력산업 제품명 또는 과제명 기능/용도

LED
에피/
칩/

패키지

삼성LED 에피, LED칩, 패키지 blue, green, LED LED광원

LG이노텍 에피, LED칩, 패키지 blue, green, LED LED광원

서울옵토디바이스, 
서울반도체

에피, LED칩, 패키지 blue, green, UV LED LED광원

에피밸리 에피, LED칩 blue, green, LED LED광원

에피플러스(효성) 에피, LED칩 blue, green, red LED LED광원

우리LST (우리조명) 에피, LED칩 blue, green, LED LED광원

더리즈,루미마이크로
(금호전기)

에피, LED칩, 패키지 blue, green, LED LED광원

나이넥스 에피, LED칩, 패키지 blue, green, LED LED광원

웨이브스퀘어 에피, LED칩 blue, green, LED LED광원

이츠웰 LED칩, 패키지 blue, green, red LED LED광원

럭스피아 패키지 blue, green, red LED LED광원

옵토웨이 LED칩, 패키지 blue, green, red LED LED광원

광전자 LED칩, 패키지 blue, green, red LED LED광원

제니컴 에피 UV LED/Detector LED광원/수광

LED
조명 
및 

응용

엘이디라이텍
조명기구

조명제어장치
20 W 투광기, 자동차용 램프 모듈, 

조명제어장치
광색가변 투광기

서울반도체 조명기구 AC LED 실내조명

삼성전기, LG이노텍 LED, 백라이트 고출력 LED/SUNNIX
조명용 광원
대형 LCD TV

금호전기 조명기구
할로겐타입램프 MR16, 1W/Q-LED채

널사인/S-Channel
일반조명용
문자형 간판

남영전구 조명기구
전구형, 8W/EagLED면조명 60W급/

EagLEDplate light
일반조명용

금호HT Autonix 조명기구 자동차용 조명/KL series 자동차용

아토디스플레이 조명기구
단색모듈 및 RGB모듈/F-LED 경관조

명/i-View
문자형 간판
경관조명

화우테크놀로지 조명기구 MR16, LED전구/루미다스-H 실내조명, 가로등

KDT 디스플레이 부품 평판조명/FLL series, GODO 평판조명

알에프텍 조명기구,시스템 실내·외 조명 및 시스템 실내·외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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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향후 전망)

국내의 삼성전자와 LED이노텍 같은 대기

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LED제품들을 판매 하

고 해외 시장의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NDP 디스플

레이서치의 최근 자료에 따를 경우, 2016년 

세계 LED조명기구 수요가 201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LED조명기구

는 2012년 세계 시장에서 1,600만개가 팔렸

고, 2013년에는 3,300만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고, LED조명 기구에 들어가는 LED칩 

기준으로는 시장규모가 2012년 167억 2,600

만 개에서 2016년 904억 7,100만 개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감성조명시스템기술과 요소 LED엔

진기술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

운데, 기술표준원은 2013년 8일~11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전기 기

술위원회 (IEC) 산하 조명기술위원회 (TC 

34) 회의에서 지능형 LED조명시스템, 센서

등기구 등 2종의 국제표준과 지능형 LED조

명시스템을 전담할 표준화 작업반 신설을 제

안했는데, 지능형 조명시스템은 기존 조명기

기에 IT기술을 융합한 신 개념의 조명 IT융

합기술로써 LED램프를 인터넷망이나 무선으

로 연결하고 사무실, 가정, 빌딩의 실내·외 

환경변화를 센서로 감지해서 최적화된 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부가적인 조명통신융합 서

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LED를 이용하여 식물과 균류를 재배하고, 

생장을 조절하는 농업 부문을 비롯하여 어류

나 패류의 양식을 제어하고 생장을 조절하는 

어업 부문과 별도로 군수물자나 군사시설과 

같은 국방 부문, 도로와 항구와 공항에 대한 

교통 부문, 물류유통 부문, 교육훈련 부문, 

엔터테인먼트 (오락) 부문, 환경오염 정화와 

청소 부문, 유해동물 (곤충)의 퇴치나 살상 

같은 환경 부문에도 LED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융/복합적인 발광시스

템의 설계에 따라 다양한 LED의 융복합/다

기능의 제품들이 출시되면 유비쿼터스 도시

를 비롯한 Sun-In-House 같은 주택 용도로 

LED제품들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

2010년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

이 및 텔레비전 등 전방산업의 호조에 따라 

백라이트용 LED로 호황을 누리던 LED산업

이 2013년부터는 백라이팅과 디스플레이 등 

LED조명 공급이 늘면서 관련 업체들의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LEDTV

의 매출액이 LCD TV와 경쟁하면서 차세대 

OLEDTV의 사이에서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

고 있는 가운데, 국내 LED조명의 일반 가정 

보급률이 1%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유럽연

합 (EU),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의 국가가 

그림 20. 국내 LED산업의 각 부문 기업 현황.

표 11. LED조명 관련 주요 업체 및 계열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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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단계별 백열등 판매금지 정책을 시행해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LED

조명 보급 육성정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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