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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
가의 학계와 기업이 협력하여 Brite Euram Poly LED 프로젝트를 수행, 차세대 디
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고화질의 컬러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기EL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LG전자, 삼성SDI, 오리온전기 등 국내업체의 시장진출도 본격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유기EL을 이동전화단말기 상용모델에 적용하는데 성공
한 LG전자는 이미 구미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이미 양산체제를 구축하였
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이미 지난 2000년부
터 유기EL팀을 신설하여 유기EL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일본에 앞선 풀컬
러 유기EL의 앙산을 계기로 유기EL사업을 대폭 강화, 생산량을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한편, 정부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으로 5년간 총 222억
원(국비 113억원, 민간 109억원)을 투입하여 유기EL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 고성능 TFT 등 구동회로 기술, 고효율 소자 부품, 장수명의 발광재료 등 부품·
소재 개발도 병행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의 계획에 따르
면, 동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2006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15∼2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4－16> 세계의 주요 유기EL 생산업체별 동향
업체명
Pioneer
(일본)
TDK(일본)
NEC
(일본)
Sanyo-Kodak
(일본)

동향

양산 계획

－자사 및 캔우드에 카오디오용 멀티
컬러 양산중
－1.4인치 멀티컬러 양산중
－3인치 능동형 개발

－1998년 수동형 양산
－2002. 4분기 휴대폰용
풀컬러 유기EL 양산

－카 오디오용 멀티칼라

－ 2001년 양산

－삼성SDI와 기술제휴

－2002. 4분기 휴대폰용
풀컬러 양산

－2.4˝, 5.5˝ 풀컬러 개발

－2002. 4분기 양산 계획

제 4 장 IT산업의 변화

업체명
Sony
(일본)

동향
－UDC(미)와 공동으로 10.2˝, 13˝
풀컬러 개발

도시바－마쯔시다
－2.2˝, 17˝ 고분자/능동형 개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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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계획
－2003년 상반기 계획
－2003. 1분기 양산계획

CDT
(영국)

－Epson과 공동으로 2.8˝풀컬러, 능동형
개발
－고분자 발광재료 기본특허 보유

－

Kodak
(미국)

－패널구조 및 물질의 기본 특허 보유

－

Seiko-Epson

－2.1˝ 고분자 개발

－

RiT Display
(대만)

－수동형 멀티 칼라

－2001년말 멀티칼라 양산
－풀칼라 2002년말 양산계획

Teco Optics
(대만)

－수동형 멀티 칼라

－2002. 4분기 양산계획

자료: 산업자원부(2002)

<표 4－17> 국내의 주요 유기EL 생산업체별 동향
구분

삼성SDI

LG전자
오리온전기
하이디스
엘리아테크
네스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동향
－일본 NEC와 합작회사 설립(2001년 1월)
－능동형(AM) 유기EL 연구를 위해 파일롯 라인 투자
－미국의 3M사와 공동으로 “
레이저 패터닝 기술”개발(2002년 5월)
－풀컬러 유기EL 양산 착수(2002년 9월)
－1.8, 2, 3.2, 4, 8인치 등 유기EL 개발
－유기EL 채택 cdma2000-x 컬러 단말기 출시(2002년 5월)
－2003년 양산체제 구축계획
－2인치 풀컬러 유기EL 개발
－수동형 모노컬러 유기EL 개발
－1.7인치 유기EL 개발
－2인치 유기EL 개발

자료: 산업자원부(2002) 외

라. 경쟁력
현재 파이오니아, 소니, 산요, 세이코－엡손, eMagin 등이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