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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LED는 범국가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녹색성장을 견인
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LED 산업은 (1) LED 광소자 (에피, 칩, 패
키지), (2) LED 조명, (3) LED 응용 등으로 크게 분류가 되며 국내에서
도 삼성 LED, LG 이노텍, 서울 반도체 등의 회사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LED 및 응용분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상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보다 차별화된 사업화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된 LED의 신기술과 신제
품 동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LED를 이용한 신사업 창출을 새로운 로
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사업에서는 LED 및 LED를 이용한 응용분야의 기술 및 특허 동향
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특히 LED를 이용한 국내외 최신 연구를
주요 기술별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자료로서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주요 LED 업체의 기술동향
LED

세부기술별로 LED 소자에서는 에피 성장기술, 칩제작기술,

패키지기술, LED 조명에서는 조명기구 및 시스템, LED 응용으로는 디스플
레이, 환경, 바이오,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하다.

나. LED 특허 동향
특허의 경우, LED 기술 전체를 두고 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에 상당히 오랜 시간과 인력이 소요
된다. 따라서 LED 기술 동향의 분석 후에 선별적으로 대분류 상에서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핵심 기술을 분류해내고, 특허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해 냄.

다. 최신 연구 분석
최신 연구 분석의 경우, 특히 해외 주요 연구 그룹에서 발표된 LED 관
련 논문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LED의 연구 개발 방향이 어떻게 진보해
나갈 것인지를 분석하도록 하다. 특히 LED 소자 자체의 연구뿐 만 아니라,
LED를 이용하여 개발된 각종 시스템/모듈 및 바이오, 환경 등 응용분야도
검토함으로써, 향후 LED를 이용한 신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다.

4. 정보조사의 결과
가. 국내 외 LED 산업의 기술 이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포함된
국내외 LED 업체는 다음과 같다.

- 국외 주요 LED 업체 – 니치아, Cree, 오스람, 도요다 고세이, 필립스
- 국내 주요 LED 업체 – 삼성 LED, LG 이노텍, 서울 반도체
. 특허
에피 및 칩 분야와 조명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국
가별 주요 출원인 분석을 통해 선도 업체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LED 관련 최신 연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lexible/stretchable LED에 관한 조사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국내외 주요 기업체 및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들을 유기물 LED, 무기물 LED, 양자점 LED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또한 조명 및 디스플레이 응용과는 별개로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적
용례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국내외 LED 연구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국외 기관 - UCLA(미국), Univ. of Tokyo(일본), UIUC(미국), MIT(미국),
Univ. of Milano-Bicocca (이탈리아)
- 국내 기관 - 서울대, 고려대, 삼성 종기원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이 최근 LED를 조명 및 디스플레이뿐 만 아니라 통신,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및 기술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
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국내외에 변화하는 LED 개발 동향을 분석

, 향후 LED 응용에 대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에 중요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LED 기술 동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
료들의 분석을 통해 일반 LED 연구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들이 최신 동향
및 기술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기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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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LED(light emitting diode)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서로 접합된

구조를 갖는 광/전기 변환형의 반도체 소자로서, 전기에너지를 원하는 영
역의 파장대역을 갖는 빛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소자이다. 종래의 단순표시
기, 문자판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가시광선 저휘도 LED가 근래에는 화합
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고휘도 적색, 주황, 녹색, 청색 및 백색 LED가
출현하게 됨에 따라 총천연색, 고신뢰성, 저 전력, 소형화 요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LED의 주요 특징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광변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적다.
- 광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형화, 박형화, 경량화가 가능하다.
-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 열적, 방전적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여열시간이 필요 없고, 점등/소등 속
도가 매우 빠름.
- 가스,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충격에 강하고 안전하다.
- 형광등에 사용하는 수은(Hg)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다.
- 점광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집적화와 정교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광원에 비해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온도 상승시
허용 전류와 광출력이 감소하고, 연색성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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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의 종류
LED

제작에

사용되는

발광재료에

따라

Organic(유기)

LED,

Inorganic(무기) LED, Quantum dot(양자점) LED 등으로 구분되며, 산업
용으로는 Inorganic LED가 주로 이용된다. 방출하는 빛의 종류에 따라서
는 가시광선 LED, 적외선 LED, 자외선 LED로 구분된다. 가시광선 LED는
전체 LED 시장의 9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색, 녹색, 청색, 백색 LED
등이 있다. 적외선 LED는 리모콘, 적외선 통신(IrDA) 등에 사용되고 있으
며, 시장규모는 전체 LED 시장의 5% 수준이다. 자외선 LED는 살균, 피부
치료 등 생물/보건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 미만이다.
적색 LED의 경우 AlGaAs, GaAsP가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InGaAlP와 같은 4원계 조성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 성장기술 발달에 따라
백열전구보다 높은 조명효율을 갖게 되었다.
녹색 LED는 GaP 중심으로 구현되어 왔으나 간접 천이형 반도체이기 때
문에 발광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어려웠다. 추후에 InGaN의 박막
성장이 성공하게 됨에 따라 고휘도 녹색 LED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색 LED는 가장 실현하기 어려웠던 색으로 처음에는 SiC, ZnSe 등
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사파이어 기판 위에 InGaN의 박막성장이 가
능함에 따라 고휘도 청색 및 녹색 LED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GaN
은 In의 조성비에 따라 적색에서 near UV까지 발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판과의 격자 부정합으로 인한 결함밀도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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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의 주요 응용분야
LED

휴대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 소형 백라이트(back

light), 휴대폰의 키패드 및 플래시(flash)등에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 분
야에서 LED는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실내 계기판 백라이트 등 차량용
내외장 램프로 장착되고 있다. 최근에는 LED의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높
은 광량을 필요로 하는 전조등(head light)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제품 및 간판 분야에서는 LCD TV, 노트북 및 백라이트와 대형
LED 스크린, 간판 등에 사용되고 있다. LED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더불
어 중대형 디스플레이 제품에 CCFL의 대체로서 LED의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명분야에서 LED는 주로 건축조명, 환경조명, 간접조명
등 특수 용도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일반 조명용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ED의 빠른 응답속도와 다양한 컬러는 특수 효과를 구현
하는데 유리하며, LED의 긴 수명은 유지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조명 및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도 혈중 산소농도 측정기, 수질오
염 검출기, 위폐 식별, 바이오센서, DNA 분석 광원, 화합물 성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며, 앞으로 새로운 응용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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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시장 전망 및 각국 주요 정책
2012

세계 LED 시장은 694억불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약 1,147

억불로 예상된다. 특히, LED 조명 시장은 2012년에는 135억 불로 추정
되며,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매년 4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LED 세계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불)
자료: 맥킨지(2012년 9월), 광산업진흥회

현재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단연 가격 측면이다.
아직까지 LED 전구의 가격 경쟁력은 전통 전구 대비 크지는 않은 상황이
다. 그러나 LED 조명 제품의 가격은 매년 20% 이상 빠지고 있고, LED
조명 제품 내에서 LED 패키지 외에도 단가의 인하가 진행될 부품들이 많
아 향후 가격 경쟁력은 빠르게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LED 조명 시장의 본격화는 각 국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으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백열등은 소비전력이 크
고 탄소가 많이 배출되며, 형광등의 경우 수은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LED 조명의 확산이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각 국가 정부들은 단계적으로 백열등의 판매금지를 진행하
고 있고, 이는 LED 조명의 수요로 연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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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Solar & Energy, 현대증권)

. 미국

- 2012년부터 고효율 에너지 전구관련 법안 시행확정
-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 (2020년까지 200lm/w 개발, LED 조명비
중 50%, 5000억 원 투자)
- LED 상용화 지원 (7개 프로그램 운영)
- 2012-2014년 단계적 백열등 퇴출 (단, 캘리포니아는 2011년부터 백열등
퇴출 시작)

나. 일본

- Eco point 지급으로 LED 보급 확대 추진
- Light for 21C 프로젝터 추진 (120lm/w 진행, 조명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의 20% 감소 추진)
-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백열등 사용 금지 추진

다. EU

- 2012년 9월부터 백열등 생산, 수입 금지
- 2010년 12월 유럽 LED 품질 헌장 발표
- RoHS, WEEE 등 환경 규제 가장 적극적 (2020년 수은 규제 예정)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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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2010년 11월 LED 조명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 국가 반도체 조명 산업화 기지 육성, 상해 등 5개 지역
- 장비 보조금 총 7800만 달러 지원

마. 한국

- LED 조명 2060 계획: 2020년까지 국내 조명 60%를 LED 조명으로 대체
(공공기관 조명은 100%를 LED 조명으로 교체)
[

2] 국가별 백열등 판매금지 정책진행 추이 및 전망

자료: McKinsey&Company,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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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1. LED

구분 및 주요 이슈

. LED 기술의 구분
LED

1) LED 광소자(에피, 칩, 패키지), 2) LED조명, 3) LED

응용, 4) 기타 시장(부품 소재, 장비)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LED 광소
자는 LED 에피 웨이퍼를 패키지 또는 단순 광원 모듈로 제작한 제품을
의미하다. LED 조명은 LED 광소자를 이용하여 인간을 직접적인 대상으
로 하는 조명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LED 응용은 LED 광소자를 이용하여 인간을 간접적으로 대상으로 하
는 공산품 성격의 조명제품을 제조하는 시장이다.
휴대전화용 BLU 모듈, LCD BLU용 LED 모듈, 디스플레이용 LED 모
듈, 냉장고 등을 비롯한 정보 전자 가전제품용 LED 모듈, 자동차조명용
LED 모듈, 수산업용 집어등, 양식등, 도로, 공항, 해양용 항로표지등, 의
료용 병실, 수술, 진단용 조명기기, 환경용 소독, 살균기기 및 UV 경화기
기, 농축 산업용 생육촉진/억제용 조명기기, 정보통신용 가시광통신기기,
군사용 조명기기 등이 있다. 기타 시장으로 부품소재, 장비 등이 있다.
LED조명은 LED를 이용한 조명기구(LED 모듈과 방열 및 광학기구로
구성) 및 시스템(전원장치, 구동회로, S/W 및 시스템 제어)을 통칭하다.
응용분야에 따라서 일반조명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수송조명, 농산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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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같은 LED-IT/NT/B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특수조명으
로 분류하다.
조명용 고휘도 LED는 고발광 효율 및 장수명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로
서, 광전환 효율이 최고 90%에 이르고 수명은 최대 10만 시간에 이르는
등 장점을 갖고 있으나, 넓은 영역을 비추기 위한 확산 판이 필요하다는
것과 많은 열이 발생하여 방열 설계를 하지 않으면 수명과 효율이 크게 짧
아지는 문제, 기존 조명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 등이 있
다. 또한 직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교류/직류
변환장치가 별도로 필요한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사항도 갖고 있다.

. LED 산업의 기술 이슈
LED 제조과정은 부품/재료 제조공정, 에피(Epitaxy)/칩공정, 패키징 공
정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다른 성격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LED
제조업체들은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LED 산업 내 경쟁력 확보와 기술 유출의 억제를 위해 글로벌 선두기업들
은 전체 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LED 산업의 세부기술은 기판, 에피 성장, 칩 공정 기술 등 소자 단계에
서의 기술과, 패키징 기술, 고장분석 기술, 고속측정 및 양산 공정장비 기술,
고효율 형광체 기술, 광원모듈 설계 및 제조 기술, 시스템 제조 및 스마트
제어 기술, 신뢰성 평가 기술, 제품 표준 및 측정법 등이 이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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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술이슈는 청색 및 녹색 LED에서는 사파이어 기판과
GaN 에피와의 격자 부정합, 열팽창계수 차이, 낮은 열팽창계수 및 열전
전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GaN homo epi가 바람직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GaN
기판 제조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GaN 단결정 성장이 어려워 고가에 머물고 있는 단점이 있
다. 칩 공정의 혁신의 일환으로 한 장의 웨이퍼로부터 다량의 칩을 얻기
위하여 사파이어 기판의 대구경화가 중요하며, 현재 실험용으로는 4인치
사파이어가 연구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6~8인치 사파이어가 사용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광 추출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패턴기판이 개발되고
있으며, 패턴 디자인에 의한 광 추출 효율 향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파이어 이외의 기판으로는 GaN templete, SiC 등의 기판이 사용되
고 있으나 이들을 대체할 신물질 단결정 연구는 부족하여 hexagonal 구
조, 적은 격자부정합, 높은 열 및 전기전도도, 유사한 정도의 열팽창계수
를 갖는 단결정 신물질의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에피 성장 기술에서는 내부양자효율의 향상, 광 추출 효율의 향상이 고성
능 LED 광소자 제조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술 이슈이다. 내부 양자효율과
광 추출 효율의 향상을 통해 droop 현상도 극소화할 수 있다. 2파장 LED 제
조기술 등 다양한 에피 구조 설계, 플라즈마 LED, 광자결정, 파장변환 밴드갭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기판 대형화에 따른 양질의 대
구경 에피 성장 연구, 양산을 위한 공정 시간 단축 등도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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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기술에 있어서는 단위공정 기술이 각 공정장비별로 최적화되
어야 하고, 양산성 있는 공정과 칩 구조의 확보도 중요한 이슈이다. 열
특성이 좋은 LED 제조를 위해서는 수직구조 LED, 웨이퍼레벨 패키지
(WLP), 칩 스케일 패키지(CSP)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다.
에피 구조 내에 나노구조를 삽입하거나, 칩 나노공정의 도입도 이슈가
되고 있다. 에피 및 칩 구조 설계를 통하여 교류구동 LED, 고효율 마이
크로 칩 LED, Nano LED 기술도 이슈가 되고 있다.

2.

주요 기술
. 기술발전추이
LED에 대한 기술개발은 발광성능 및 신뢰도 향상과 저가격화의 방향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LED chip의 구조, 재료, 제조공법, 패키
징 및 구동회로 등의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LED는 10년
마다 성능은 20배씩 향상되고, 가격은 1/10 로 하락한다는 하이츠의 법
칙(Haitz's Law)에 따라서 급속한 기술발전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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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츠의 법칙(2010년 버전, Global SMT & Packaging, 2011)

Major 업체들이 시장 접근성 확대 및 시장 선점, 모든 단계에서
의 특허 확보, LED 조명 시스템 제공 능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웨이
퍼, 칩, 패키지 등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소자업체와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 공정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다.
[표 3] 해외 주요 LED 업체의 수직 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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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ia

2008년 100lm/W의 백색 LED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연구

실 수준에서는 169lm/W, 2009년 250lm/W를 발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LED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크리(Cree), 오스람(Osram opto
semiconductor), 도요다 고세이(Toyoda Gosei)도 2008년 100lm/W 백색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오스람의 경우 150lm/W 급 LED 칩의 개발에 성공
하였다.

. 해외 주요 LED 기업의 기술동향
1)

(Nichia)

LED 시장을 개척하고 형성시킨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신호등, LCD BLU를 생산하며 풀 컬러 디스플레
이에 주력하고 있다. 약 200개의 자국 특허 및 세계 10%가 넘는 GaN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GaN Base LED 제조업체이며, 1996년
최초 white LED를 개발/생산하였으며, 40년 이상 형광체를 제조 및 판
매하였다.
특허 보유로 세계의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시작했으나,
더 넓은 시장 및 패키지와 같은 취약 부분의 시장선점을 위해 오스람,
도요다 고세이, 루미레즈, 크리와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

2) 크리(Cree)

1987년 설립되었으며, SiC계 반도체 기판, 광소자, RF 및 파워소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다. SiC 기판을 사용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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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청색, 청녹색, UV LED를 양산하고 있다.
독일의 오스람과 서울반도체에 청색 LED를 공급하고 있으며, 패키지
기술을 발전시켜 고휘도 LED 양산에 주력하고 있다. UCSB와 조명용
LED의 기술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고방열 수직형 LED 칩
최고 성능을 발표하였고,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3)

(Osram Opto Semicconductor)

Siemens와 Osram의 합작회사로 자동차 인테리어용 LED의 선두업체
이다. 청색, 적색 LED까지 다양한 용도의 LED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
막형 GaN 구조 LED를 상용화하였다.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지시등의 백라이트, 후미 등에 오스람 LED 램
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몇몇 LED 업체에 형광체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2월에 독일의 조명 기업인 시테코(Siteco Lighting GmbH)
인수를 통해 조명 솔루션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중이며, 3월 초에는 독
일 및 말레이시아 생산 라인을 4인치 웨이퍼 공정에서 6인치 웨이퍼 공
정으로 전환해 고성능 LED 칩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4) 도요다 고세이(Toyoda Gosei)

1994년 도요다 자동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고출력, 고휘도 청색
LED를 도요다 자동차에 판매하였다. 니치아와 더불어 청색 LED 및 백
색 LED 기술 개발을 주도했으며, 니치아와의 특허분쟁 끝에 2002년 9
월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하였다.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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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Optoelectronics 와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서울반도체,
알티전자 등에 청색 LED를 제공. 유럽 일반 조명시장 진출을 위해 조
명업체인 Tridonic.Atco와 2006년 합작사를 설립. 최근 실적부진에 따라
chip 중심으로 개발/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5)

(Philips)

적색 LED 및 고출력 패키지의 선두기업으로서, 대형칩 적용 고출력
제품인 자동차, 조명분야에 주력했으나 최근엔 정부 주도로 진행돼 온
B2B 조명시장을 일반 소비자 조명으로 확산하고 있다. Agilent
Technologies사와 LED 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LED 칩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Marubeni와 제휴.
LED 조명 관련 기업 M&A를 통해 규모를 키우며 조명관련 사업을 더
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2005년 이후 Lumileds, TIR systems,
Color Kinetics 등 11개 기업을 인수하였다.
LED소자에서 모듈, 등기구, 조명솔루션에 이르는 LED 관련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국에서는 필립스가 자사 LED칩으로 국
내기업이 모듈과 조명 완제품을 생산하고 필립스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Bulb, L-Tube, MR, PAR, Downlight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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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요 기술
. 기술발전추이
LED 기업은 LED lighting fixture를 생산하는 기업을 통해 해외시

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LED와 서울반도체는 미국과 유럽의 점유
율이 높은 조명기업과 제휴 또는 공조를 통해 시장 진입을 계획 중이다.
삼성LED,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등 국내 그린 LED 기업들은 효율저
하 원인 규명과 대안기술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고비용 공정의 간소화와 저가격
양산 기술 개발을 통한 저 가격화를 위해 집중 투자 중이다.
국내기업들도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직계
열화를 추진 중이며, 특히 삼성LED의 경우 세계 최초로 LED 업계에서
전 공정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일본 스미토모화학과 합작사를 설립하였고
LED 잉곳 및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수급 받아 기존 기술 경쟁력 외에 원
가 경쟁력까지 확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나. 국내 주요 LED 기업의 기술동향
1)

LED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지분을 각각 50%씩을 출자하여 설립하였
으며, 2012년 4월 삼성전자와 합병되었다. BLU에서 축적한 광기술을 응용
하여 조명분야에 본격진출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생산라인을 LED 조명으
로 변환 중에 있으며 국내, 유럽,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판매중이다.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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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형의 PSS(patterned sapphire substrate)를 이용한 광추출 증가 기
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 LED가 일본 스미토모화학과 LED 핵심
부품인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SSLM'(Samsung
Sumitomo LED Materials)은 2015년까지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핵심부
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1조 5천억 원 가량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

2009년 2월 니치아와 LED 및 레이저다이오드 기술을 총망라하는 크
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1월 유럽 TOE와 실리케이트
계열 형광체 사용에 관란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다.
유럽연합위원회(EC)가 발족한 MONA에서 선정한 SSL 분야 5대 업체
에 선정되었고, LED전문매체인 ‘LEDs Magazine'이 신제품 ’P7', 2008년
세계 LED 업계10대뉴스에서 1위로 선정된다.
‘아크리치’는 교류/직류 변환과정 없이 교류전원에서 직접 구동되는
제품으로 AC로 구동하는 LED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Z파워 LED 시리
즈 P4는 350mA에서 120lm 방출하는 세계 최고급 광 효율을 가지고 있
다. 2009년 5월 120 lm/W 급 조명용 고효율 SMD 타입 LED 제품을 출
시하다.

3) LG이노텍

효율성이 높은 수직형 LED 상용화에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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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WLP에 의한 수직형 LED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LED용 에피웨이퍼 개발에서 소자 생산, 패키지, 모듈에 이르는 전 공
정의 생산라인을 구축하였으며, 경기도 파주 곤지암 리조트에 LED 보
안등과 실내등 설치, 서울 상암동 DMC 가로등 설치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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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LED 관련 특허 동향

1.

및 칩 분야
LED

중 에피 및 칩 분야는 기판, 버퍼층, 클래드층, 활성층, 전극,

칩구조 등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특허검색이 가능하며, 이 밖에도 에피 성
장 전체를 포함하는 특허나 웨이퍼레벨 패키지에 대한 항목도 포함된다.
기판에서는 기판재료(SiC, GaN, Sapphire 등), 기판의 구조 및 가공방법,
웨이퍼본딩기법 등이 포함되며, 버퍼 층에서는 성장온도, 두께, 조성, 성장방
법 등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클래드 및 활성층도 두께, 재료, 도핑정도 등
이 주요 특허 요지이다. 전극은 투명전극, 전류 확산막, 전극의 형상, 면적
등이 포함되며, 칩 구조 상에서는 플립 칩, 수직구조 등이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에피 및 칩 분야의 LED 기술관련 특허는 그 출원이 현
재까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피 및 칩 분야의 특허는 미국이 32%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한국
과 일본이 각각 28%,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LED 원천기술 보
유국으로서, 한국은 튼튼한 전 방위 산업을 갖는 잠재적 LED 생산국가로
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에피 및 칩 분야의 LED 기술관련 특허는 1980년
대 후반 이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출원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접어들면서 관련기술의 적극적인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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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그간 LED 분야의 강자로 알려진 니
치아, 크리, 오스람 등이 포진하고 있다. 니치아는 모든 출원국에서 1~2
위의 최상위 권에 위치하여 특허 전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
세이는 한국, 미국, 유럽을 동등하게 중요시 하고 있다. 크리는 한국 다음
으로 유럽을 중시하며, 일본에도 출원은 하고 있는 반면 Lumileds는 한
국을 중시하고 일본에도 출원은 하는 반면 유럽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오스람은 미국 출원 이외에는 특허 전략이 취약한 경향이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출원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전자와 LG이노텍
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으며, 기업 간 관련도를 감안하여 각각 하나의 법
인으로 다룰 경우, 미국 및 일본에서는 삼성이, 유럽에서는 LG가 10위권
내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다. 서울반도체, 서울옵토디바이스, 에피 밸
리가 출원인 20위 하위권에 들어있다. 연구기관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유일하다.
그 밖의 출원인으로는 Sumitomo Electric, Showa Denko, Sanyo,
Sony, Mitsubishi (현 Panasonic), Toshiba, Sharp, Rohm 등이 주요 기
업이며, 연구기관으로는 RIKEN이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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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원국별 상위 20위 출원인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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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출원인의 출원국별 동향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2011)

상위 다출원인 분포는 니치아가 현재 LED 시장의 강자임을 여
실히 보여주고 있다. 니치아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
지고 있다. 칩 구조,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는 상대적으로 특허가 약하다.
스미토모 또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
Cree는 SiC 기술을 바탕으로 칩 구조에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고 있으며, 소니는 기판층 기술, 활성층, 클래드층에 상대적으로 강세
를 보이다. 마츠시타와 도시바는 전극, 기판, 활성층 에피 성장 전체에 특
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전극, 칩 구조, 삼성전자는 전극, 클래드
층에 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엘지이노텍은 에피성장 전체 전극 및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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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LED 기업들은 모든 기술부문에 고르게 출원을 진행하고 있어서,
에피 및 칩 분야의 전 부문에 걸쳐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래 도래할 시장에서 전통적인 선두기업 외에 잠재적
인 공급자의 위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한국 기업인 서울옵토디바이스, 에피밸리, 갤럭시아포토닉스, 더리즈
등은 보유 특허수가 적어 특허분쟁 위협에 노출된 상태로 분석된다.

2.

분야
LED 조명 광학 분야는 크게 Fixture와 PKG(패키지) 분야로 구별되며,

세부 분야로는 1차 렌즈, 2차 렌즈, 투광판, 확산판, 도광판, 반사판, 반사
소재, 투광소재, LED 배치, 봉지재, 다기능 광학시트, 배광조절 장치 등으
로 구분된다.
LED 조명 분야의 특허는 1990년대 후반까지 저조한 출원 양상을 보
이다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세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한 2009년까지의 출원추세와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미루어보
아 향후 LED 조명 분야의 특허출원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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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 조명 기술 분야의 각국의 구간별 출원동향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2011)

LED

분야의 국가별 출원은 일본특허가 전체 43%의 출원 비율을

보이며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36%), 한국(11%), 유럽(5%) 순
으로 출원이 이루어졌다. 일본특허는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90
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출원을 보이다가 90년대 후반부터 가파른 상승세
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특허는 2000년대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까지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한국특허는 타국에 비해 진입이 가
장 늦지만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4년부
터는 유럽특허를 앞지르고 최근 일본과 미국의 출원수준에까지 도달한 것
으로 나타난다.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국가별 출원수준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
LED 조명 분야의 출원이 크게 급증한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드러남. 이
는 한국이 LED 조명의 연구개발에 있어 후발 진입한 국가이나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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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전체 출원 건수를 통해 본 상위 출원인은 Panasonic Electric, 도시바,
필립스 등으로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해당분야에서 일
본 출원인의 기술연구 및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LED 조명 분야에서 미국, 일본, 유럽 및 한국의 상위 출원인 역시 대
부분 일본 국적의 기업으로 LED 조명 분야에서 양적으로 우수한 특허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국적을 지닌 출원인으로는 오
스람, 삼성전기(삼성LED), 엘지이노텍, 필립스 등이 분포되어 있다.
상위 출원인 중 삼극특허 출원이 많은 출원인은 필립스, 3M, 파나소
닉, Cree 로 나타났고, 또한 전체 출원 건수에 대한 삼극특허비율이 높은
출원인은 필립스, 3M, 오스람, Cree 순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이 질적으
로 우수한 특허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LED 조명 분야 fixture와 PKG 단으로 분리하고 이 중 fixture 단을
렌즈, LED 배열, 도광판, 확산판, 분리판, 반사판, 배광조절장치, 투광 판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출원이 가장 많은 기술 분야는 렌즈와 반
사판인 것으로 나타남.
각 구간별로 출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렌즈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
였으며, 반사판 관련 분야가 최근 구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개발 방
향이 렌즈 분야에서 반사판 분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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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렌즈, LED 배열, body, 봉지재, 형광체, 리드프레임,

반사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출원이 가장 많은 기술 분야는 봉재
재와 렌즈인 것으로 나타남.
각 구간별로 출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렌즈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봉재재 분야가 크게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나 봉지재 분야의 기술개발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해
결방안을 개발하려고 연구 개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경쟁사의 LED 조명 분야에 출원을 살펴보면, 필립스와 오스람은
Fixture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니치아와 크리, LG전자는
패키지 분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필립스와 오스람은 전통적인 조명업
체로 수직계열화를 통한 fixture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니치아와
크리는 전통적인 칩 생산업체로 대체로 패키지 분야에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니치아는 형광체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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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LED 관련 최신 연구 동향

LED 개요, 기술 및 특허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D의 주
요 활용분야는 조명 및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의 추
이는 조명 분야에서는 렌즈 및 반사판, 패키지 기술 개발, 에피 및 칩 분
야에서는 AlGaInP계 적색 LED 및 InGaN계 청색 및 녹색 LED, 그리고
백색 LED의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포함된다.
한편, 조명 및 디스플레이 외에도, 바이오 및 의료 관련 분야 등 LED
가 이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분야는 점유
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연구소 및 대학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 LED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
운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특히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flexible/stretchable LED 및 이를 이용한 응용연구에 대
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1. Flexible/Stretchable LED

현황

실리콘 반도체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소자 및 광전자소자는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웨이퍼 단위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딱하고 휘어질 수 없는 특징을 가짐. 그러나 최근에는 삼성의 갤럭시 라
운드, LG의 G-Flex등 곡면(Curved)을 갖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소자의
개발, 그리고 곡면형 초대형 TV 등이 시판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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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질 수 있는 (Flexible)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제품군 및 크기별
로 살펴보면, 손목에 찰 수 있는 Wearable 스마트폰, 휴대용으로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그리고 대형 화면을 갖는 곡면형 TV 등이 있다.
이들은 용도에 따라 휘어질 필요가 없는 형태이거나 단순 곡면을 갖는
형태, 그리고 휘어질 수 있는 형태로 연구 개발 및 시판이 되고 있다. 특
히, 휴대용 스마트폰의 경우 접을 수 있거나 (Foldable), 완전히 휘어지는
형태로 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Curved/Flexible 디스플레이의 크기 및 형태 별 분류

한편, 현재 시장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플렉서블 LED와는 달
리 몇몇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LED는 휘는 것을 넘
어서 늘어날 수 있는 (Stretchable) 특징을 갖는데, 이는 인체에 삽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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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의류, 직물류 등에 집적하여
이용하기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3년 현재 예산규모는 20억 불
미만의 규모이나 2020년에는 약 300 억 불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
로 기대되며, 이중 약 40%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데 에 이용되지만, 주
목할 점은 그 외의 약 60% 가량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는 데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기업체 및 연구소에서의 Flexible/Stretchable LED의 기술개발 사례

[그림 6] Curved/Flexible 디스플레이의 시장 동향 (Touch Display Rese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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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수 있는 LED의 개발을 위해서는 재료적 측면에서 1)
유기물(Organic)을 이용한 LED, 2) 초소형 초박막 무기물(Inorganic)을
이용한 LED, 3) 양자점(quantum dot) LED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된다. 유기물 LED는 대면적 제작이 가능하고, 공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
점이 있으나, 무기물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
다. 한편 양자점을 이용한 LED는 기본적으로 무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기물 LED에 비해 안정적인데다가 높은 색순도를 가지며, 저가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LED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

7] Flexible LED용 재료의 분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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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최신 연구내용 분석
. Organic/Inorganic LED
1) Univ. of Califonia at Los Angeles (UCLA)

UCLA의 Pei 교수팀은 Organic LED의 기판 및 전극을 늘어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최대 120% 가량 stretching 이 가능한 소자를 개발
하였음(Nature Photonics 7, 817 (2013)). Cathode 와 Anode로는
PEDOT:PSS를 이용하였으며, EL층으로는 ETPTA, PEO, LiTf 등을 이용
함으로써 매우 밝은 노란색 빛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극은 금(Au)이나 은(Ag) 등의 금속 재질을 이용하기 때문
에 기판을 늘어나게 하면 전극부위에서 결함이 생겨서 소자가 동작하지
못하게 되는데, Pei 교수팀은 은 나노선 (silver nanowire)를 이용함으로써
늘어나더라도 전도성을 유지하고 기계적으로도 안정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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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retchable LED 제작에 이용된 투명 고분자 사진 및 투과율 특성(위), 은 나노선
(AgNWs)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아래)

2) Univ. of Tokyo

Univ. of Tokyo의 T. Someya 교수팀과 Johannes Kepler University 가
공동으로 개발한 LED는 organic 재료를 이용한 것으로 100% 늘어나거
나 찌그러질 수 있는 형태를 보임(Nature Photonics 7, 811 (2013)). 기판
은 약 1.4 um의 매우 얇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이용하였으며,
투명 전극 및 붉은 빛이 나는 PPE-PPV 와 AnE-PVstat를 활성층으로
이용하였다. 전체 층의 두께가 2 um 정도로 매우 얇기 때문에 주름진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광학적, 전기적 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
을 보이다.
T. Someya 팀은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신축성 있는 전도체 개발, 유기물
트랜지스터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flexible/stretchable 소자를 개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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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iv. of Tokyo의 T. Someya 교수팀과 Johannes Kepler University 가 공동으로
개발한 stretchable/crumple organic LED의 구조 및 동작특성.

3)

서울대 이철규 교수팀은 ZnO 나노막대기를 이용한 LED 구조를 제작
하고 이를 고분자로 채움으로써 휘어질 수 있는 LED의 개발에 성공하
였음(Advanced Materials 23, 4614 (2011)).
ZnO 나노기둥의 주위를 GaN/InGaN 양자우물 및 GaN 층으로 감싸도
록 구성함으로써 붉은 색의 빛을 발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래핀
필름 위에 GaN/ZnO를 성장시킨 후 나중에 전사프린팅(transfer printing)
기법을 통해 기판에서 분리해 내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양한 기판에
부착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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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대 이철규 교수팀이 개발한 ZnO nanorod 기반 flexible inorganic LED의 제작방법,
구조 및 동작특성.

4)

고려대 이상훈 교수팀은 다공성(porous) 탄성 고분자 물질에
Electroplating을 통해 금속을 증착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전극 구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늘어날 수 있는 LED를 제작하였다.
Porous 탄성 고분자는 PDMS의 표면을 변형시킴으로서 얻어내었으며,
약 30% 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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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려대 이상훈 교수팀이 개발한 Stretchable inorganic LED의 제작방법 및 사진.

[그림 13] Porous PDMS의 네트워크 구조(좌) 및 금속이 증착된
porous PDMS의 네트워크 구조 및 SEM 사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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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UIUC)

UIUC의 John. A. Rogers 교수팀은 실리콘 및 III-V 화합물 기반 소자
를 인쇄가 가능한 초박막형 구조로 제조하고 이를 PDMS 스탬프
(stamp)로 flexible/stretchable 기판에 전사시킴으로서 전자소자 및 광전
소자가 휘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
태양전지, 트랜지스터, 발광 및 수광 소자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LED
로는 AlGaInP계 적색 LED 및 InGaN계 청색 LED를 모두 개발하였고
(Nature Materials 9, 929 (2010), PNAS 108, 10072 (2011)), 최근에는 수직
형 구조의 LED도 휘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

14] UIUC의 Rogers 교수팀에서 개발한 Stretchable inorganic
LED의 소자 구조(좌) 및 발광 특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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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um dot LED
LED는 높은 색순도, 발광효율, 넓은 색재현성과 더불어 사이즈
에 따라 에너지 밴드갭과 색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점 등으로 차세대 LED
의 발광물질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공정상의 이점도 가지
고 있어 저비용, 대량의 면적으로 정보표시소자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다.
2000년대 초 MIT의 Bawendi 교수팀에서 유기물질 또는 고분자와의 상
분리에 의해 양자점 단일막을 발광층으로 이용한 LED를 발표한 이래, 다층
박막 구조를 갖는 양자점 LED의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Organic LED를 대체할 수준으로까지 소자의 performance가 향상되었다.

[

15] Quantum dot LED의 색좌표 (좌) 및 CRI (연색 지수) 대비

Luminous efficacy (시감 효율) 그래프 (우) (Nature Photonics 7, 13 (2013)).

양자점 LED는 다층 구조에 재료에 따라 크게 Type I부터 IV 까지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Organic/QD/inorganic 으로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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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Type IV 등의 개발이 활발하다. QDLED로 최대 외부 양
자 효율은 18% 까지 보고된 바 있으며, Anode부터 cathode까지 어떤
물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효율 차이는 매우 큼. 아직까지는 OLED의 최
대 양자 효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QDLED의 성장속도로 비추어 볼 때 곧
OLED의 효율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16] OLED 및 4가지 종류의 QDLED의 년도별

최대 외부 양자 효율 추이(좌) 및 최대 밝기 도표(우).

일반적으로 양자점을 이루는 물질이 CdSe, CdS 등으로 카드뮴이 포함되
며, 이는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QDLED의 안정성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카드뮴, 납, 수은 등 heavy-metal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 조약이 생겨나고 있으며, QDLED에서도 이를 배제하고
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 물질로는 ZnSeS/ZnS 등이 있다.
최근에는 pick-and-place 방식에 기반한 전사 패터닝 기술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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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녹색, 적색 양자점들을 패터닝하여 대면적의 full-color 디스플
레이를 제작하고 active-matrix 방식으로 구동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
대면적의 실리콘 웨이퍼 위에 자기조립 모노층을 형성시켜 표면에너지를
크게 낮추고, 그 위에 코팅된 건조된 양자점 막을 마이크로 구조의
PDMS 스탬프를 이용하여 픽업한 뒤 정확한 정렬로 픽셀 위에 전사시키
는 방식이다.

[

17] Heavy-metal-free 양자점 LED의 구조, 밴드 다이어그램 및 동작특성 그래프 (ACS
Nano. 7, 9019 (2013),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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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사 프린팅 공정에 기반한 RGB 양자점 patterning (좌) 및 4인치 풀컬러 양자점
디스플레이 구동 사진 (우) (Nature Photon. 5, 176 (2011), 삼성종기원)

3.

응용 현황
늘어날 수 있는 LED의 응용분야는 기존 LED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 유동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황
달이 있는 영아에게 빌리루빈의 수치를 낮추기 위한 한 개의 응용예로서
기존에는 UV 램프를 영아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영아에게 매우 불편감
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담요에 stretchable LED를 부
착하게 될 경우 매우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헬스 모니터링 장치로서도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제안할 수 있
는데, 그 중 한 가지 예가 나이키에서 제시한 wearable LED이다. 리복에
서도 최근 skin electronic을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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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lexible/stretchable LED를 이용한 치료용 LED 담요(위) 및 wearable LED 사진(아래)

이용하는 의료응용분야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광유전학(optogenetics) 분야이다. 이는 빛을 이용하여 동물의
특정 신경을 조절해서, 뇌로부터 신호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실험자가 원
하는 대로 동물의 움직임을 조절하도록 하는 연구 분야이다. 기존에는 레
이저 광원을 광섬유를 통해서 뇌에 전달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flexible LED의 발달로 초소형 LED, 광검출기, 온도센서 등을 집적하여
뇌 내에 삽입함으로써 쥐가 이동을 하면서도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Science 340, 211 (2013)).
이 밖에도 양자점 LED를 체 내에 삽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의료용
진단에 응용하는 사례도 있음 (Nature Communication 3, 69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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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소형 LED, 광검출기, 온도센서 등을 쥐의 뇌 내에
삽입하여 쥐의 행동을 조절한 optogenetics 연구결과.

[그림 21] 양자점 LED를 쥐 몸속에 삽입하여
의학 진단을 한 사례 (Nature Communication 3, 690 (2012), 이탈리아)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보다 새로운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연
구도 있다. LED 빛을 이용하여 혈중 산소의 농도를 체크하는 oximetry
기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용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착용감이
편하고,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ISTI

| 41

> LED

및 특허동향 조사

발생하는 혈중 산소 농도를 분석하면 신경 과학적 측면에서 다
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벌크한 형태의
LED를 이마 또는 머리에 부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피부에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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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LED를 이용한 Pulse oximetry (좌) 및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의 brain oximetry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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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사업목표달성도 및 국내 파급효과

1.

달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LED

, LED 종류 및 주요 응용분야 소개와 국내외 LED 시장의

전망을 소개함으로써 LED 관련 종사자 뿐 만 아니라, 타 분야 연구 종사
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국내외 주요 LED 선도업체의 기
술개발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추후 LED 개발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하였다.
LED 기술별, 출원국 별 특허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LED 기술의 전반
적인 개발 추이를 분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
성 LED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타 분야 응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새
로운 시장 창출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다.

2. 국내 파급효과
LED 산업은 범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조명 및 디
스플레이 분야 외에 보다 차별화된 사업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된 LED의 신기술을 면밀히 분석
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기존 분석 자료들은 LED 칩, 에피 웨이퍼 또는
조명용 광학계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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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다.
본 사업을 통해 기술된 LED 최신동향, 특히 flexible/stretchable
electronics를 기반으로 하는 늘어나거나 접힐 수 있는 LED와 이를 이용
한 의료 및 바이오에의 응용은 국내외 LED 선도그룹에서 연구/개발 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자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내 LED 업체 또는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
익한 자료가 되는 한 편 이를 적정히 활용하여 LED 관련 새로운 특허 및
기술개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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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사업 결과의 활용

LED

기술 동향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에 보고서 배포함으로써 국내 LED 관련 종사자들이 LED의 특허 및 기술
동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고 조명 및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LED
관련 신사업 창출을 위한 정부 보고서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무기 LED 뿐 만 아니라 유기 LED, 양자점 LED를 포함하는 새
로운 특허 맵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의료 및 바이
오 분야와 전자소자/광소자 간 융합 연구에 대한 사례 연구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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