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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서 론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10여 년이 흐른 현재

에 이르러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고 그 동

안 상충 관계에 있던 산업 발전과 환경이 그

림 1처럼 상호 보완 관계로 바뀌는 시점, 즉 

환경 쿠즈네츠 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의 하향 단계인 녹색성장의 단계

에 진입 하였다.

의·식·주의 기본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

회라면 삶의 질 향상이 더욱더 요구 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진행 형태임과 동시에,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발전의 한 요소로서의 필요성

에 의해 녹색 산업이 대두 된 것이다.

일례로 2007년 10월 1일 스페인 마드리

드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서 José Manuel 

Barroso 유럽의회 의장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1, 2차 산업혁명과 신흥 경제국들의 출현에 따

른 연료 고갈 및 세계 탄소 배출량의 대규모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 표명과 함

께,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에 의한 신재

생 에너지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 한 

것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방향제시의 다른 표

현이기도 하다.

그림 2는 광원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과 효

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

처럼 2000년 대 들어 LED는 급속도로 성장하

LED 조명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그림 1.  환경 Kuznets Curve (출처: 김정인, 오
경희, 한국의 환경쿠즈네츠 곡선에 관한 
고찰, 통계청「통계연구」제10권 제1호, 
2005).

그림 2.  광원에 따른 효율 변천 (출처: Multi-Year 
Program Plan FY'09-FY15, Solid-State 
Ligh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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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개발의 한계에 도

달한 백열등, 형광등 및 할로겐 등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LED 조명에 관한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2. 국가별 LED시장 분석 및 전망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전력 사용량의 약 

90%를 열에너지 및 적외선으로 발산해버리

는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퇴출하

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기준을 용량별로 높

이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백열전구는 생

산,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여 시장에서 퇴출 

하고 있다. 표 1에 국가별 백열전구 퇴출 현

황을 나타내었다. 백열전구가 빠져 나간 자

리를 차세대 조명인 LED로 바꿔가는 단계

에서 보고서 및 Research를 통해 향후 국가

별, 업체별 LED 점유율 및 시장을 분석하고

자 한다.

2.1 미국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에너지부(DOE)

와 광전자산업 개발협회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OIDA)

를 중심으로 기존 조명의 대체 기술로 LED

와 OLED를 선정하여 매년 ‘다년프로그

램 계획 (multi-year program plan 이하 

MYPP)'을 수립하여 현재 기술 수준과 연

구, 발전 동향 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은 2001에서 2010에 설치 수량에 

DOE에서 예측한 2030년의 예상치를 합한 

것[1]으로서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백열등

의 생산 및 판매 금지 됨에 따라 2013년 실

내 1.3% 실외 5.8%에 불과한 LED 점유율이 

2030년에는 실내·외 60% 이상, 상업 30% 

등 각 분야에서 LED 조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 중국

중국의 조명 시장

은 2010년 210억불

에서 2015년 390억 

불로 연간 약 13%씩 

성장할 전망이며 이

중 LED 조명의 경우 

2010년 13억불에서 

2015년 82억불로 연

간 약 45%의 고성장

이 예측 되고 있으

며 이는 2012년 시

행되는 백열등 판매 

금지조치가 반영되

면 그 성장률이 더

욱 가속화 될 전망

이다[2].

표 1.  국가별 백열전구 퇴출 현황 (출처: 2013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
원부 보도자료).

국가 퇴출 시행일 추진계획(퇴출대상) 근거법령

미국

'12.01.01  100 W 생산·판매 금지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Sec.321
'13.01.01  75 W 생산·판매 금지

'14.01.01  60 W, 40W 이상 생산·판매 금지

EU

'09.09.01  100 W 생산·판매 금지

the Ecodesign 
Directive, 2009/125/EC

'10.09.01  75 W 생산·판매 금지

'11.09.01  60 W 생산·판매 금지

'12.09.01  40 W 및 25 W 생산·판매 금지

호주

'09.11.01  텅스텐 일반 백열전구 등 판매금지

Energy Labelling 
and MEPS Program 

Regulatory Ruling 43호

'10.11.01
  40 W 이상 촛불모양 장식용 백열전구
 등 판매금지 

'11.11.01
 반사장치가 없는 할로겐램프 (Mains 
 Voltage Halogen non reflector 
 lamps) 판매금지

'12.11.01
 25 W 이상 촛불모양 장식용 백열전구 
 판매금지

'13.11.01
(검토 후 시행)

 반사장치가 있는 백열전구 및 할로겐
 램프 (Mains voltage reflector lamps 
 induding halogen (PAR, ER, R, etc)

중국

'12.10.01  100 W 이상 수입·판매 금지 일반 조명 백열등 수입과 
판매 금지에 관한 공고

(2011-28호)
'14.10.01  60 W 이상 수입·판매금지

'16.10.01  15 W 이상 수입·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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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중국은 그림 4에 보이는 것처

럼 일반조명용 중. 소 출력에 국한되기는 하

지만 자국산 LED chip이 75%를 차지할 정

도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

쟁력의 기반은 자국 시장의 소비량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안정된 시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그림 5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2013년 약 

8억 1만 개의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4

억여 개의 LED조명을 중국에서 소비하였

고, 이로 인해 LED 보급률이 전년 3.3%에서 

8.9%로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어 향후 부

가가치가 높고, 기술 수준이 높은 고출력, 고

사양의 LED Chip과 조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3 EU

2013년 2월 CLASP에서 제공한 보고서

[3]에 따라 광원별 예상 점유율 변화 (그

림 6 참조)를 보면 2010년 이후 LED 조명

의 소비자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는데 이를 표 2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필

요로 하는 조명의 양은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2010~2015(4%), 2015~2020(6%), 

2020~2025(7%), 2025~2030(14%) 

Shipments Lighting Service)하는 모습을 

그림 3.  각종 광원들의 연도별 비교와 전
망 (출처: Multi-Year Program Plan, 
Solid-State Ligh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2014).

그림 4.  일반등에 사용된 중국산 LED chip
의 추이 (출처: Industry Data and 
Development Overview for China Solid 
State Lighting 2013,CSA Research).

그림 5.  중국내 LED Lamp의 보급률 (Quantity)
(출처: Industry Data and Development 
Overview for China Solid State 
Lighting 2013,CSA Research).

그림 6.  연도 별 EU 소비자 판매량 (년당 테라
루멘-시간)(출처: Estimating Potential 
Additional Energy savings, CLAS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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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이를 수량적인 측면에서 보았

을 때 75W 백열등이 1000Lumen-Hours 의 

광출력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공급량 최

대 및 최소치인 2020년과 2030년을 비교 

시 대략 18% 가량, 즉 75 W 백열등  수량만

큼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년 간 

필요양의 증가분을 제외한 수치이며 2030

년 조명 점유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는 LED 조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BAU 관점에서 분석 하였을 때에도 여타 

조명과 점유율이 대등 또는 앞서는 시점인 

2025년을 전후하여 확연히 줄어들었음으로 

알 수 있다.

 

2.4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말 공공부분 약 

15.5%의 LED 보급률 (96년 8.8억, 13년까

지 총 2,381억 지원)을 바탕으로 2014년 1

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 하였는

데. Energy service company (ESCO) 자금

과 PF (project financing) 기법을 활용하여 

지하철 역사, 터널, 공

항, 철도 역사, 고속

도로 터널 등 136만개 

조명 LED 교체를 추

진하고 2020년까지 공

공기관의 100% LED 

조명 교체, 민간 건축

물의 경우 지하 주차

장 등 장시간 사용하

는 조명에 대해 LED 조명 의무화 및 저소득

층, 복지시설, 양계농가 등에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4].

표 3은 응용기기의 시장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으로, 시장 규모에 있어

서 2008년 LED 응용 기기 및 칩을 포함 2조 

4,485억원 (한국광기술원)으로 세계시장과 

비교하여 약 10.8%이고, 2015년에는 시장 규

모가 15조 7,000억원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이 약 15.3%로 확대될 전망이다[5].

3. 업체별 동향 및 LED 시장전망

3.1 업체별 동향

앞서 언급하였지만 조명의 필요량의 증가

에 따라 이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이에 맞

춘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전년 대비 2013

년 4분기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통적으

로 늘어나고 있음 보여 주는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 대표적 조명업체인 필립스의 2013

년 4분기 보고서 [6]에 따르면 LED를 기반으

로 한 판매는 2012년 4분기 대비 48% 성장

하였으며 이는 2012년 4분기 총 조명 판매의 

25%점유에서 34% 점유로 확대되었다. 비슷

한 예로 오스람 역시 보고서 [7]에서 2012년 

4분기에서 26.1%에 달하던 SSL (solid state 

lighting) 비중이 1년 후 같은 시기에 33.1%

로 성장하였다. 크리 [8] 역시 2013년 4분기 

조명 점유율이 35%에서 42%로 성장하였다 

표 2.  통상 에너지 예상 소비량 (2030년, 소비자 기준) (출처: 
Estimating Potential Additional Energy savings, CLASP, 
2013).

EU-27 projection 2010 2015 2020 2025 2030

Shipments Lighting Service, 
Tlm-hr/yr

4,143 4,397 4,438 4,114 3,749

Stock Lighting Service, 
Tlm-hr/yr

17,803 18,504 19,666 21,016 23,950

Stock annual energy 
consumption BAU, (TWh)

219 218 214 193 166

표 3. 응용기기의 시장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율.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

LED 칩, 
패키지

6,127 14,900 23,979 50,000

LED 응용
기기

16,295 15,949 32,657 69,300

LED 조명 2,063 6,651 14,311 37,000

LED 총 시
장규모

24,485 37,500 70,947 156,300

세계시장 
점유율

10.8% 10.3% 12.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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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명 시장의 확

대에 따라 각 업체에

서의 조명 점유율, 그 

중에서도 LED를 기반

으로 한 조명의 점유

율은 더욱 확대될 전

망이다.

3.2 LED 시장 전망

아이러니컬하게도 조명 시장 내에서 LED

조명의 확장과는 반대로 LED 업체 간 과도

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

고 있다. 그림 7의 최근 중국 LED 관련 기

업의 누적 영업이익과 총이익을 나타낸 그래

프를 보면, 저가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

국의 LED 업체 들은 2013년 3분기 매출이 

전년의 같은 시기보다 증가하였지만 총이익

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MYPP에서 예상한 LED package의 효율과 

가격 변화는 2013년 이후로는 고효율 저가의 

package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4. 결 론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고 8년 후인 

1887년 3월 6일 저녁 서울 경복궁 내 건청궁

에 최초로 설치, 점등되고 이어 1898년 배전 

설비를 통해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백열전구가 금년 1일 부로 120여 년의 짧고

도 긴 수명을 다하고 퇴출 단계를 밟고 있다 

이를 대신 할 차세대 에너지 중 하나인 LED 

조명산업은 저탄소 경제의 실천과 녹색산업

의 일환으로 각광 받는 산업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사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강점

을 기반으로 세계 LED조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의 지원으로 

원천기술 확보 및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 

특허 또는 인증을 통한 제품의 품질 및 신뢰

도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권의 지속

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들은 기

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을 

표 4.  LED 패키지의 가격과 효능 전망 (출처: Multi-Year Program 
Plan, Solid-State Ligh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2014).

그림 7.  최근 중국의 LED 관련 상장기업의 누
적 영업이익과 총이익 (출처: Industry 
Data and Development Overview for 
China Solid State Lighting 2013, CSA 
Research).

그림 8.  LED 패키지의 가격-효능 추이 (at 
35 A/cm2 and 25℃)(출처: Multi-Year 
Program Plan, Solid-State Ligh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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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여 기존의 강자인 미주 지역과 유럽 

그리고 자체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

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내실성 및 역량을 

키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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