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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

경기지역 디스플레이산업 현황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
대하며 2001년 3조원에서 2014년 24조원으로 약 8배 증가

o 경기지역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0%로 충남지역에 이어 2위

□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지속
o 경기지역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2.4%로 충남지역에 이어 2위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생산액

자료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수출액

자료 : 무역협회

경기지역 디스플레이산업 특징

□ (전세계 LCD패널 생산을 주도) 경기지역은 전세계에 공급되는 LCD 패
널의 약 18% 를 생산

o 경기지역 LCD패널 생산액은 LGD를 중심으로 파주 LCD 산업단

지가 형성된 2006년 4조원에서 2014년 17조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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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OLED TV패널 전량 공급) 경기지역은 OLED TV 패널을 전량
생산하여 글로벌 TV 세트업체에 공급

o LCD TV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OLED TV 수요가 점차 확대되면
서 OLED TV 패널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패널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
대기업인 LGD 를 중심으로 수직계열 구조를 형성

o 대규모 자본동원이 가능한 패널 대기업인 LGD가 설비를 갖추고 여타
기업으로부터 장비 및 부품·소재를 조달받는 생산 구조

□ (운송 및 인력수급이 용이한 입지) 경기도 파주를 중심으로 입지한 디
스플레이 산업단지는 부품 조달의 편의성, 수출항 및 도로교통망 완비,
풍부한 인적자원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보유

o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항과의 거리가 가까워 수출입 관련 운송비용이 저
렴하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 인력수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에 디스플레이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인력 양성도 원활

3

□

경기지역 디스플레이산업의 문제점
(LCD패널 공급과잉)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LCD 패널에 설비투자를 지속하
며 시장점유율을 확대

□ (중국 등 경쟁국의 중소형 OLED패널 설비투자 본격화) 중국 등 경쟁국

패널업체들은 중소형 Flexible OLED 패널을 중심으로 OLED패널에
대한 설비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

o 경기지역은 OLED TV 패널 생산에 주력함에 따라 성장성이 높은 중
소형 OLED패널 시장 대응이 지연

□

(OLED TV 수요확대 시기 지연) 경기지역의 OLED TV 패널 수출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는 LCD 패널 대비 미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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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미흡)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패널 대기
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며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액정 등
일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수직적 산업구조에 따른 한계)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직계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패널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낮다는 한계 존재

4

향후 발전 방향

□ 디스플레이 산업은 주요 글로벌 TV세트 업체와의 안정적 거래관계 구
축이 중요하며 OLED TV 로의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서로 더욱 폭넓은 협력이 필요

o 패널 대기업의 국내 상대 계열사를 대상으로 OLED패널 교차판매를
유도하여 상생을 도모

□ 대형 OLED패널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노력을 병행

o 잉크젯 프린팅 상용화 등 기존 대형 OLED패널 원가절감 노력과 더
불어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등 OLED에서 진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대형 OLED 패널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므
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o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형 OLED패널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

치를 점하고 있어 대형 OLED패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부품소재산업은 후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높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서 해당 부문의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

o 패널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기술공유
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여 기술의 신뢰성 확보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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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디스플레이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중 하나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

o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상반기 전세

계 평판디스플레이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점유율
선두를 유지
국가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한국
대만
일본
중국
기타

2010
45.7
30.7
19.4
4.0
0.2

2011
47.6
29.1
17.9
5.1
0.4

2012
50.7
25.7
14.6
8.2
0.7

2013
44.7
28.1
15.5
10.5
1.2

2014
42.8
28.8
15.0
12.5
0.9

(%)

2015
45.1
24.6
15.4
14.2
0.6

2016년상
46.8
21.4
15.3
15.6
0.8

자료 : IHS

□ 경기지역에는 파주시를 중심으로 LG디스플레이(이하 LGD) 등 디스
플레이 관련 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중심으로 생산

□

최근 우리나라 및 경쟁국의 LCD 및 OLED패널에 대한 설비투자
급증, LCD에서 OLED패널로의 세대교체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이뤄지는 모습

⇒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지역 디
스플레이 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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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디스플레이 종류

□ 디스플레이는 크게 LCD와 OLED로 구분되며 TV, 모니터 및 휴대폰
등에 주로 활용

o (LCD) LCD는 백라이트(Back light)에서 빛을 내면 필요한 양만큼
액정을 통해 빛을 통과시켜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
o (OLED) OLED는 전압을 가하면 개별 소자가 빛을 내는 발광형 기
술로,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달리 주어 빛을 조절할 수 있기 때
문에 LCD에서 사용되는 백라이트가 불필요

―

백라이트가 불필요한 OLED 특성상 LCD패널보다 얇은 두께가
가능하며, 유기물이 증착되는 유리기판이 플라스틱 등 다른 물질
로 대체될 경우 Flexible 및 Foldable 패널로도 활용 가능

o 디스플레이 규모별로는 대형 패널 및 중소형 패널로 구분되며 대형
패널로는 TV용 패널이 대표적이며 중소형 패널로는 휴대폰용 패널
이 대표적임

― 우리나라에서 LCD패널은 LGD가 대형 및 중소형을,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형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OLED패널은 LGD가 TV용을,
삼성디스플레이가 휴대폰용 패널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음

― 한편 PC 모니터의 경우 중국 등 경쟁국에서 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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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1. 생산

□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며 2001년 3조원에서 2014년 24조원으로 약 8배 증가
o 2006년 파주시에 LGD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구성되

면서 LCD패널을 중심으로 생산액이 급격하게 증가
o 2014년 이후 LCD패널을 중심으로 한 생산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

되는 가운데 OLED TV 패널을 중심으로 생산을 개시

□

경기지역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
년 30%로 충남지역에 이어 2위를 기록
o 충남지역이 43%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이 2위, 경북

지역이 19%로 3위를 기록
* 디스플레이 패널은 경기 파주(LGD), 경북 구미(LGD) 및 충남 탕정(삼성디

스플레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산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생산 및 비중

자료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역별 디스플레이 생산액

자료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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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2015년 충남지역에 이어 전국
에서 두 번째 규모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
는 모습

o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수출은 파주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를 중심으

로 2006년 22억달러에서 2015년 68억달러로 확대
o 지역별로는 2015년 기준 충남이 48.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22.4%, 경북 22.0% 순
o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경기지역 전체 수출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폴란드 9.4%, 멕시코 6.5% 순

― LGD는 중국, 폴란드 등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운영중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수출액

자료 : 무역협회

지역별 디스플레이
수출액

자료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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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수출
국가 비중

주 : 1) 2015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Ⅲ.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특징
1

전세계 LCD패널 생산을 주도

□ 경기지역은 전세계에 공급되는 LCD패널의 약 18%를 생산(면적기준)
o 경기지역 LCD패널 생산액은 LGD를 중심으로 파주 LCD 산업

단지가 형성된 2006년 4조원에서 2014년 17조원을 기록

― 경기지역 LCD패널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5%에서 2014년 32%로 확대

o 2016년 상반기 현재 경기지역에서 상당수 생산되는 LGD의 LCD

패널은 전세계 생산의 25.8%를 차지

―

업체별 LCD패널 시장점유율은 LGD 25.8%, AUO(대만) 12.2%,
삼성디스플레이 11.8% 순

― 경기지역의 LCD패널 생산은 LGD 전체 생산의 68.4%를 차지
LGD의 LCD 세대별 제조라인
세대
2
3.25
3.5
4
5
6
7
8
8

지역
구미
구미
구미
파주
구미
구미
파주
파주
광저우

2011
146
421
1,005
310
5,267
8,159
10,530
19,470

2012
66
391
637
564
4,640
7,867
10,793
24,173

2013

2014

2015

2016

(1,000m2)
2017
2018

385
616
604
4,398
6,202
11,451
27,324

379
610
625
4,190
5,261
11,583
26,615
2,690

379
585
645
3,957
5,328
11,675
24,783
6,138

291
528
645
3,409
4,712
11,517
24,915
8,168

645
2,145
2,955
11,057
25,311
9,240

645
2,145
1,665
11,057
24,948
10,478

o 경기지역 LCD패널 수출은 2006년 22억달러에서 2015년 63억달러로

약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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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LCD패널 생산액

자료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

LCD패널 시장점유율

자료 : IHS

경기지역 LCD패널 수출액

자료 : 무역협회

전세계 OLED TV 패널 전량 공급

□ 경기지역은 OLED TV 패널을 전량 생산하여 글로벌 TV 세트업체
에 공급

o 경기지역의 OLED패널 생산은 OLED TV 패널을 중심으로 이뤄
지고 있으며 일부 소형 웨어러블 OLED패널을 함께 생산
o LCD TV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OLED TV 수요가 점차 확대
되면서 OLED TV 패널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o OLED TV 패널 수율이 향상됨에 따라 패널가격이 꾸준히 하락
하고 있어 LCD TV 패널과의 격차는 감소세를 지속
경기지역 OLED 수출

자료 : 무역협회

OLED TV패널 가격

주 : 1) OLED와 LCD패널 간 가격차이(55“)
자료 : 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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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 대기업인 LGD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 구조를 형성

o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자본동

원이 가능한 패널 대기업인 LGD가 설비를 갖추고 여타 기업으로
부터 장비 및 부품·소재를 조달받는 생산 구조

―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대별로 다른 생산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

o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의 상당수는 경기지

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LGD에 의존

― 다만 소재 부문의 경우 상당수 업체가 LGD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동시 납품

LGD에 대한 OLED 장비 주요 공급업체
열처리

세정

증착

습식

비아트론,

TOKKI,

디엠에스,

테라세미콘

선익시스템

케이씨텍

봉지

검사

주성엔지니어링

영우디에스피

건식
인베니아

물류
인베니아,
탑엔지니어링

자료 : 시장자료 취합

OLED 소재 주요 공급업체
공급업체
LGD
삼성디스플레이

HTL

ETL

RED

이데미쯔코산,

이데미쯔코산,

다우케미컬,

이데미쯔코산,

머크

LG화학

LG화학

머크

이데미쯔코산,

LG화학,

다우케미컬,

삼성SDI,

다우케미컬,

머크, 덕산네오룩스

삼성SDI, 토소

덕산네오룩스

UDC, 두산

이데미쯔코산, SFC

자료 : 시장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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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LUE
이데미쯔코산

4

운송 및 인력수급이 용이한 입지

□ 경기도 파주를 중심으로 입지한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는 부품 조달의
편의성, 수출항 및 도로교통망 완비, 풍부한 인적자원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보유
* <참고 2> ‘경기도 파주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형성 과정’ 참조

o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항과의 거리가 가까워 수출입 관련 운송비

용이 저렴
주요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의 지리적 현황
주요 대기업
인천공항 간 거리
항구
서울과의 거리
용수
인근 도시

경기도 파주
LG 디스플레이
50km
인천항까지 50km
35km
팔당댐
일산

충정남도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164km
평택항까지 30km
85km
대청댐
천안 아산

자료 : Invest Korea

o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지역 내 대학에 디스플레이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인력 양성도 원활

― 상당수 제조업체가 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경기지역의 경우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서울
과의 거리가 가까워 우수인력 유치가 용이

― 경희대, 두원공과대 등에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디스플레이 산업인력 양성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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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경기도 파주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형성 과정

□ 파주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는 LG필립스LCD(현 LGD), 경기도 및 중앙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형성

o (LG 필립스LCD) 2000년 초반 경북 구미 공장의 생산능력이 포화상
태가 됨에 따라 저렴한 부지, 편리한 교통, 우수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규 부지를 물색

― 부지 물색 초기에는 다수의 LCD 업체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 수원

등지를 선호하였으나 경기도 및 파주시가 해당기업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파주로 결정

o (경기도, 파주시) 경기 북부와 남부 간 격차 해소, 북한 접경지역 투자
에 따른 안보불안 해소 및 대규모 자금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적극적으로 LG필립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 경기도는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업무 혼선을 줄였으며

파주시는 TF를 구성하여 절차 간소화, 공장설립 인허가 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행정지원 등 업무상 비효율을 제거

o (중앙정부) 대규모 투자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 발전
을 위해 경기도에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수도권 신규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 신설을
허용
파주 LCD 산업단지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 일지
2003. 2월
7월
12월
2004. 3월
2004.11월
2005. 8월
200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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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경기도와 투자의향서 체결
파주 LCD산업단지 지정
경기도와 투자합의서 체결
파주 LCD산업단지 착공
문산 첨단산업단지 지정
문산 첨단산업단지 착공
LCD 생산라인 양산 개시

Ⅳ.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의 문제점

1

LCD패널 공급 과잉

□ LCD패널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LCD
패널에 설비투자를 지속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

*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계획(2014)에서 ① 출하량 세계 2위(면적
기준), ② 전세계 점유율 20% 이상, ③ 디스플레이산업 총규모 3,000억위안
(약 51조원) 이상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

o LCD패널 시장규모는 2014년 1,000억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점차 규

모가 축소되어 2023년에는 800억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o 중국 주요 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LCD패널 시장에서의 점유

율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지속

―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CSOT는 대형 LCD TV

패널 생산에 최적화된 10.5세대 및 11세대 LCD패널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

LCD패널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 IHS

국가별 LCD패널 시장점유율

주 : 1) 2016년 상반기 기준
자료 : 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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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의 디스플레이 LCD패널 시장점유율은 2010년 4.0%에서 2016년
18.4%로 급증하였으며, LCD패널 생산능력의 경우 2017년중 우리

나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LCD패널 생산능력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부터 중국이 선두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

o LCD패널 공급과잉으로 패널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지역 LCD패널 생산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
* 최근 일부 패널업체의 LCD패널 생산 중단 등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
면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경쟁국의 LCD패널 설비투자 지속으로 장기적
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LCD패널 가격

주 : 1) 2016.3분기 기준
자료 : IHS

국가별 TFT LCD 생산능력

주 : 1) 2016.3분기 기준, 2017-18년은 전망
자료 : IHS

□ 이에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 LCD패널 생산을 축소하고 중국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LCD패널을 공급받기로 결정

o 삼성디스플레이는 2016.9월 중국 CSOT의 11세대 LCD패널 생산

에 9.8%(3,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사의
LCD패널 생산을 점차 축소하고,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Flexible
OLED패널 생산에 집중

― LCD패널에 대한 지분투자로 LCD패널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이
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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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국 등 경쟁국의 중소형 OLED패널 설비투자 본격화

최근 중국 등 경쟁국 패널업체들은 중소형 Flexible OLED패널을
중심으로 OLED패널에 대한 설비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
* <참고 3>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 동향’ 참조

o 최근 Flexible OLED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패널

업체들은 OLED패널에 대한 설비투자를 시작

― 스마트폰에 OLED패널을 기사용중인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이 차
기 모델인 아이폰8에 Flexible OLED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
되는 등 중소형 OLED패널에 대한 수요가 점증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업체 신규 설비투자 계획
기업명
BOE

세대
6
6
6
6

CSOT
Tianma

종류
Rigid/Flexible
Flexible OLED
〃
Rigid/Flexible

월생산능력(개)1)
45,000
48,000
20,000
45,000

지역
청두(B7)
청두(B11)
우한
우한

주 : 1) 2019년 기준
자료 : 시장자료 취합

□ 경기지역은 OLED TV 패널 생산에 주력함에 따라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OLED패널 시장 대응이 지연

o LGD는 금년 들어 파주 및 구미공장에서 중소형 Flexible OLED

패널 생산에 대한 설비투자를 본격적으로 개시
LGD의 OLED 신규 설비투자 계획
기업명
LGD

세대
6
6
6

라인
E6
P10
E5

종류
Flexible OLED
〃
〃

주 : 1) 2019년 기준
자료 : 시장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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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파주
〃
구미

월생산능력(개)1)
45,000
5,000
24,000

<참고 3>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 동향

□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한 제조용 장비 수출은 중국 등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2009년
2.6억달러에서 2015년 6.3억달러로 145% 증가
*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에서 약 70%를 차지

o 2016.1~10월중 경기지역 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은 6.3

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하였으나 대중국 수출 비중이
급증한 2013년 이후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
o 수출 국가별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경기지역 전체 디스

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 6%,
베트남 4% 순

□ 향후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산업은 OLED를 중심으로 성
장세를 지속할 전망

o Flexible OLED패널을 채택한 스마트폰의 공급 확대 및 OLED
TV 시장규모 증가 등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도 지

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수출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수출 국가 비중

주 : 1) 대중국비중은 기말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주 : 1) 2015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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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LED TV 수요확대 시기 지연

□ 경기지역의 OLED TV 패널 수출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수요는 LCD패널 대비 미미한 상황

o LGD의 대형 OLED패널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16년 2.9%에서
2023년 16.4%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수준은 LCD패널
시장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o OLED와 LCD TV패널의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비싼

가격(약 3.1배)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악영향
o 글로벌 TV시장 선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퀀텀닷 LCD
TV와 OLED TV를 두고 치열한 경쟁 지속

―

LGD는 2015년 파나소닉, 스카이웍스, 창홍 등 TV세트 업체와
OLED TV 패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협력관계를 맺은 바 있
으나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OLED TV시장의 5% 미만에 불과
* LG전자가 전세계 OLED TV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

o 또한 TV의 경우 휴대폰 등에 비해 제품수명이 길어 아직까지 제품
구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데 기인

□ OLED TV 시장의 수요확대가 계속 지연될 경우 차세대 기술 발달로 OLED
패널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OLED TV 시장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
* <참고 4> ‘파나소닉의 PDP TV 실패 사례’ 참조

OLED와 LCD TV패널 가격차이

OLED 및 LCD TV패널 비중

주 : 1) 2016.2Q 기준(55“)
자료 : IHS

주 : 1) 2016.2Q 기준
자료 : 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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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TV패널 시장규모

자료 : IHS

<참고 4>

파나소닉의 PDP TV 실패 사례
□ 2000년대 중반 파나소닉은 세계 TV 판매 1위 기업으로서 PDP
패널(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을 선도
o 2007년 파나소닉의 PDP TV 시장점유율은 33.4%로 세계 1위를

기록
□ 당시 PDP TV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LCD TV 대비 저렴한
가격, 뛰어난 화질 등의 장점을 보유
o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PDP와 LCD 중 누가 TV의 미래 시장을 주도

할 것인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파나소닉은 PDP 시장에 주력하기
로 결정
― 파나소닉은 2006년 2,100억엔을 투자하여 PDP 공장을 신설
□ 그러나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던 2010년 초 LCD는 PDP와의 기
술 격차를 극복했고, 소비자들도 밝은 화질의 LCD를 선호하며
TV 시장의 주도권은 LCD로 넘어가게 됨
o 파나소닉은 PDP TV 사업에서 1조 5천억엔이 넘는 손실을 내

며 2014년 PDP TV 사업에서 철수하였으며, LCD에 집중한 삼
성전자와 LG전자는 전세계 TV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
□ 이는 디스플레이 향후 기술발전 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
으로 신속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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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미흡

□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패널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며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액정 등 일부 핵심 부품의 국산화
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o LCD패널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정 등은 일본 및 독일 부품소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
o LCD 및 OLED패널에 주로 사용되는 유리기판 및 편광판*은 일본
업체들의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
나고 있으나 편광판의 핵심소재인 TAC 필름 등 2차 부품의 경우
국산화 수준이 미흡
*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으로 바꿔 투과
시켜주는 장치

유리기판

주 : 1) 2011.2Q 기준

5

편광판

액정

자료 : IHS, KB리포트 재인용

수직적 산업구조에 따른 한계

□ 경기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부품을 독점
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수직계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패널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o 수직계열화는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한 신
속한 적응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공급선이 단조로워 전방업체의 실
적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 <참고 5> ‘디스플레이 업체 설문조사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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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디스플레이 업체 설문조사* 결과
* 정부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패널 대기업과 장비·소재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 납품단가 및 현금지급 현황, 협력사 경영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2013.9)

□ 디스플레이 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널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업체가
개발한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o 다수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중소업체가 개발한 장비 등의 성능을

평가·인증하여 사업화하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응답
o 또한 패널 대기업이 공동 R&D를 명분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타

사에 대한 제품판매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고 응답
o 개선필요사항으로는 1차 협력업체들의 경우 투자계획, 납품정보 등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공동 R&D 확대를 언급하였으며, 2, 3차
협력업체들은 경영혁신 및 제조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
요하다고 응답
1차 협력업체가 원하는 개선필요사항

2, 3차 협력업체가 원하는 개선필요사항

자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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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발전 방향

1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OLED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 디스플레이 산업은 부품산업에 해당하므로 주요 글로벌 TV세트 업
체와의 안정적 거래관계 구축이 중요하며 OLED TV로의 시장 패
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 더욱 폭넓은 협력이 필요

o 향후 OLED TV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글로벌 TV세트 업체

들과의 협력이 긴요

― OLED TV 시장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
군을 선보이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TV세트업체 점유율

글로벌 TV세트업체의 OLED TV 진출 현황
순위

주 : 1) 2016.2Q 기준
자료 : IHS

업체명

OLED TV 진출여부

1

삼성전자

X

2
3

LG전자
소니

4

TCL

X

5

하이센스

X

O
검토중

주 : 1) 2016.12월 현재
자료 : 시장자료 취합

□ 패널 대기업의 국내 상대 계열사(삼성전자, LG전자)를 대상으로 OLED
패널 교차판매를 유도하여 상생을 도모

o 대형 OLED패널 분야에서는 LGD가, 중소형 OLED패널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선도

― 이를 기반으로 LG전자는 OLED TV를, 삼성전자는 OLED 스마
트폰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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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차판매 등 상호협력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Flexible OLED

스마트폰 및 OLED TV 등 차세대 IT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복투자의 비효율성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07년 산업자원부는 대기업간 상생을 위해 LCD패널 상호구매
를 추진하였으나 패널 공급부족, 기술방식 차이* 등으로 무산

* 광시야각에 적용하는 기술에 대해 당시 LG필립스LCD(현 LGD)는 IPS 방
식을, 삼성LCD(현 삼성디스플레이)는 VA(Vertical Alignment)방식을 적용

― 현재 중소형 및 대형 OLED패널 분야에서 각 사의 강점이 뚜렷한
만큼 상호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원가절감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노력 지속

□ 대형 OLED패널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OLED에서 진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노력을 병행

o LGD의 WOLED(White OLED) 기술은 현재 유일한 OLED TV 패널

생산기술이나 광효율성이 낮아 생산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o 잉크젯 프린팅 상용화* 등 신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은 OLED
TV 패널의 원가경쟁력을 높여 OLED TV시장 수요확대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OLED 재료가 분말 형태에서 용액으로 바뀌고 열증착 대신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여 원가절감이 가능

o 대형 OLED패널 원가절감 노력과 더불어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등 OLED에서 진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OLED와 같이 자체발광 소자가 사용되며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OLED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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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대형 OLED패널 개발을 보류
하고 QLED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 삼성디스플레이는 2016.11월 Q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미국 ‘QD비전’을 인수

3

전자장비(전장)산업 등 신규 수요처 개발

□ 대형 OLED 패널은 TV뿐 아니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
야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o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8년 6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되며 LGD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하여 점유
율을 점차 확대

―

LGD는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최초로 플라스틱
OLED(P-OLED)* 공급 계약을 체결(2016.3월)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
* 플라스틱 OLED는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저온의 사용환경에서 응답속도가
빠르며 야외시인성과 시야각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

o 수도권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이 입지해 있어 차량용 전장

관련 R&D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차량용 디스플레이 업체별 비중

주 : 1) LCD 기준
자료 : 동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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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전장산업 이외에도 대형 OLED패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분

야에 추가 진출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

―

디스플레이 패널은 도로 표지판,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뿐만 아니라 사무실 벽면이나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

― LGD는 대형 OLED패널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대형 OLED패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선점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4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부품소재의 국산화율 제고

부품소재산업은 후발주자의 진입장벽이 높아 높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서 해당 부문의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
o 특히 소재산업은 개발기간이 길어 후발주자의 진입장벽이 높으며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o 정부는 디스플레이 관련 국산 부품소재 의무 사용량 쿼터제 등

국내 부품소재 업체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패널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공유 활성화가 중요

o 패널 대기업의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업체들의 R&D 역량 개발을 촉진

―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우선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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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여 기술의 신뢰성 확보 노력을 강화

o 정부에서 시행중인 성능평가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업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
* 정부는 중소업체가 개발한 디스플레이 핵심 부분품 및 재료에 대한 ‘성능
평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품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판로 확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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