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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OLED 디스플레이 산업 및 세계 시장 동향
1

OLED 산업 및 시장 동향

1-1

□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19년 1,078억 달러 규모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다소 하락
(약 1,071억 달러)한 후 ‘21년부터 연평균 2.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OLED 비중은 ‘19년 23.1% 수준이나 ‘25년
39.3% 수준으로 연평균 2.3%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
- ‘16년 이후 본격화된 TV 등 대형 AMOLED의 비중은 ‘25년 14.3%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대형 AMOLED 패널 비중(%): (’19) 12.1 → (’21) 13.3 → (’25) 14.3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망(금액기준) >
(단위: 억$)

* 출처 : OMDIA, K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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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LED 소재․부품, 장비 시장 동향

□ 세계 OLED 소재 부품 시장은 ‘19년 12억 달러 규모에서 ’24년 26억
·

달러 규모로 연평균 16%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24년까지의 OLED 소재·부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GAGR)은 TFT 공정용
소재 27%, 증착·봉지 공정용 소재 21%, 모듈 부품 14% 수준으로 예상
< OLED 소재·부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 세계 OLED 장비 시장은 ‘19년 52억 달러 규모에서 ’24년까지 연평균
3% 가량 성장해 약 6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24년까지의 OLED 패널 제조 장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모듈
공정 장비 13%, LTPO 공정 장비 11%, 증착 및 TOE 공정 장비
대형

–4%로 전체 3%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

–7%,

- 한국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희박하여 한국 OLED 장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은

–30% 수준으로 역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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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OLED 패널 제조 장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 ’24년까지 중국의 OLED 패널 제조 장비 시장은 BOE B12와 B15,

비전옥스(Visionox) V3, CSOT T4, T5 그리고 티엔마(Tianma) 샤먼
까지 중국의 주요 패널 업체의 투자가 계속될 예정으로 10%이상의
성장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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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ED 패널 제조 공정

2-1

TFT Backplane 공정/장비 현황

LTPS TFT 공정
ㅇ LTPS TFT 공정은 a-Si TFT보다 응답속도(전자이동도)가 100배 이상 높아
잔상이 남지 않고, 얇은 베젤 구현이 가능, 안정성이 높으나,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아, 주로 고해상도의 OLED 모바일용 제품에 사용
< LTPS TFT 구조(top gate coplanar) 및 공정순서 요약 >

1. Active Layer

2. Gate
Electrode
3. Ion
Implanting
4. Contact
Hole
5. Data
Electrode

6. Passivation

7. Pixel
Electrode

Buffer Layer
Deposition

a-Si
Deposition

Dehydrogenation

Crystallization

Patterning

SiO2, PECVD

PECVD

Furnace

ELA

Dry Etcher

Gate Insulator
Deposition

Gate Electrode
Deposition

Gate Electrode
Patterning

SiO2, PECVD

Al/Mo, Sputter

Wet Etcher

p+ or n+ Ion
Implanting

Ion Activation

B2H6, Ion Shower

RTA

Interlayer
Deposition

Contact
Hole

SiNX, PECVD

Dry Etcher

S/D Electrode
Deposition

S/D Electrode
Patterning

Al/Mo, Sputter

Wet Etcher

Passivation Layer
Deposition

Hydrogenation

Via Hole

SiO2, PECVD

Furnace

Dry Etcher

Pixel Electrode
Deposition

Pixel Electrode
Patterning

ITO, Sputter

Wet E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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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활성층(Active Layer) 공정
▸Buffer 레이어 증착(SiO2) 및 a-Si 증착, 탈수소화 공정 진행

Subtrate
Cleaning

Buffer
Precursor
>
Layer
>
>
Deposition
Deposition

Cleaner

PECVD

PECVD

소[1-5]

장[2-1]

장[2-1]

Cleaning

>

Dehydrog>
enation

Cleaner

Furnace

▸결정화공정을 통한 Poly-Si 형성 및 PR 도포

Cleaning

> Crystallization >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leaner

ELA

Cleaner

Coater

Oven

>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Active Layer Patterning

Exposure

Aligner

>

Baking

Oven

>

PR
>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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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Dry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➁ 게이트 전극(Gate Electrode) 공정

▸Gate 절연막 증착(SiO2) 및 전극 증착(Al/Mo)

Cleaning

Gate
> Insulator >
deposition

Cleaning

Cleaner

PECVD

Cleaner

Gate
Dehydrog> electrode >
>
enation
Deposition
Sputter

Cleaner

소[1-1]
장[2-2]

장[2-1]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Gate 전극 Patterning

PR Coating >

Coater

Baking

>

Oven

Aligner

소[1-2]
장[2-3]

소[1-3]

Etching

Wet Etcher

Exposure

>

PR
Stripping

>

Str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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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ing

Oven

>

PR
>
Developing
Developer

➂ 이온 주입(Ion Implanting) 공정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Ion 도핑(P+ or, n+) 및 활성화(B2H6)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leaner

Coater

Oven

>

Developer

>

Aligner

Baking

>

Oven

소[1-2]
장[2-3]

소[1-3]
PR
> Ion Doping >
Developing

Exposure

PR
Stripping

Ion Shower

Stripper

>

Cleaning

> Annealing >

Cleaner

Laser/Furnace

장[2-5]

➃ 컨택홀(Contact Hole) 공정
▸층간 절연막 증착(SiNx) 및 PR 코팅

Cleaning

Cleaner

>

Interlayer
>
Deposition
PECVD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leaner

Coater

Oven

장[2-1]

소[1-3]

- 7 -

>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Interlayer Patterning, Contact Hole 형성

Exposure

>

Aligner

Baking

>

Oven

PR
>
Developing
Developer

Etching

>

PR
Stripping

Dry Etcher

Stripper

>

소[1-2]
장[2-3]

➄ 데이터 전극(Data Electrode) 공정
▸Source/Drain 전극 증착(Al/Mo) 및 PR 코팅

Cleaning

S/D
> Electrode >
Deposition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leaner

Sputter

Cleaner

Coater

Oven

소[1-1]
장[2-2]

>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Source/Drain Patterning

Exposure
Aligner

>

Baking
Oven

>

PR
>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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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Wet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➅ 패시베이션(Passivation) 공정

▸보호막 증착(SiO2, SiN) 및 수소화

Cleaning

Passivation
>
Layer
>
Deposition

Cleaning

> Hydrgenation >

PP
Cleaning

Cleaner

PECVD

Cleaner

Furnace

Cleaner

>

장[2-1]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Passivation Layer Patterning, Via Hole 형성

PR Coating >

Coater

Baking

>

Oven

Aligner

소[1-2]
장[2-3]

소[1-3]

Etching

Dry Etcher

Exposure

>

PR
Stripping

>

Str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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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ing

Oven

>

PR
>
Developing
Developer

➆ 화소 전극(Pixel Electrode) 공정
▸Pixel 전극 증착(ITO/IZO) 및 PR 코팅

Cleaning

Pixel
> Electrode >
Deposition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leaner

Sputter

Cleaner

Coater

Oven

소[1-1]
장[2-2]

>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Pixel 전극 Patterning

Exposure

Aligner

>

Baking

>

Oven

PR
>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Cleaning

> Annealing >

Cleaner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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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Wet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Oxide TFT 공정
ㅇ Oxide TFT 공정은 LTPS TFT보다 응답속도(전자이동도)가 느리지만,
고해상도 패널 구현이 가능하며, 저소비 전력 구현이 가능
- 또한 LTPS TFT 공정 대비 ELA과정이 필요 없고, 마스크 수가 적게
사용되는 이점이 있어 경제적으로 대형화에 적합
ㅇ Oxide TFT의 경우 IGZO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산화물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특성 및 수율 확보가 이슈화 되고 있음

< Oxide TFT 구조(coplaner) 및 공정 순서 요약 >

1. Active Layer

2. Gate Insulator

3. Gate Electrode

4. Interlayer
Insulator

5. Data Electrode

6. Passivation

7. Pixel Electrode

Buffer Layer
Deposition

IGZO
Deposition

IGZO Heat
Treatment

IGZO
Patterning

SiO2, PECVD

Sputter

RTA

Dry Etcher

Gate Insulator
Deposition

Gate Insulator
Patterning

SiN+SiO2, PECVD

Dry Etcher

Gate Electrode
Deposition

Gate Electrode
Patterning

Cu/Mo, Sputter

Wet Etcher

Interlayer
Deposition

Contact Hole
Patterning

SiNX, PECVD

Dry Etcher

S/D Electrode
Deposition

S/D Electrode
Patterning

Cu/Mo, Sputter

Wet Etcher

Passivation Layer
Deposition

Via Hole
Patterning

SiNX, PECVD

Dry Etcher

Pixel Electrode
Deposition

Pixel Electrode
Patterning

ITO, Sputter

Wet E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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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활성층(Active Layer) 공정
▸Buffer 레이어 증착(SiO2) 및 IGZO 증착, PR 코팅

Subtrate
Cleaning

Buffer
>
Layer
>
Deposition

Cleaning

Cleaner

PECVD

Cleaner

소[1-5]

장[2-1]

Annealing >
Batch Type

PP
Cleaning

>

IGZO
>
Deposition
Sputter

Cleaning

>

Cleaner

소[1-1]
장[2-2]

>

Cleaner

PR
Coating

>

Coater

Baking

>

Oven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Active Layer Patterning

Exposure
Aligner

>

Baking
Oven

>

PR
>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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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Dry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➁ 게이트 절연막(Gate Insulator) 공정
▸Gate 절연막 증착(SiN+SiO2) 및 PR 코팅

Cleaning

Gate
> Insulator >
Deposition

PP
Cleaning

Cleaner

PECVD

Cleaner

>

PR
Coating

>

Coater

장[2-1]

Baking

>

Oven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Gate 전연막 Patterning

Exposure

Aligner

>

Baking

>

Oven

PR
>
Developing
Developer

Etching

>

Dry Etcher

PR
Stripping

>

Stripper

소[1-2]
장[2-3]

➂ 게이트 전극(Gate Electrode) 공정
▸Gate 절연막 증착(Cu/Mo) 및 PR 코팅

Cleaning

Gate
> Electrode >
Deposition

PP
Cleaning

Cleaner

Sputter

Cleaner

소[1-1]
장[2-2]

>

PR
Coating
Coater

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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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ing
Oven

>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Gate 전극 Patterning

Exposure

>

Aligner

Baking

>

PR
>
Developing

Oven

Developer

Etching

>

Wet Etcher

PR
Stripping

>

Stripper

소[1-2]
장[2-3]

➃ 층간 절연막(Interlayer Insulator) 공정
▸Interlayer 증착(SiNX) 및 PR 코팅

Cleaning

>

Cleaner

Interlayer
>
Deposition
PECVD

PP
Cleaning

>

Cleaner

장[2-1]

PR
Coating

>

Coater

Baking

>

Oven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Interlayer 절연막 Patterning, Contact Hole 형성

Exposure
Aligner

>

Baking
Oven

>

PR
>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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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Dry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➄ 데이터 전극(Data Electrode) 공정

▸Source/Drain 전극 증착(Cu/Mo) 및 PR 코팅

Cleaning

S/D
> Electrode >
Deposition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leaner

Sputter

Cleaner

Coater

Oven

소[1-1]
장[2-2]

>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Source/Drain Patterning

Exposure

Aligner

>

Baking

Oven

>

PR
>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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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Wet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➅ 패시베이션(Passivation) 공정

▸보호막 증착(SiNX) 및 PR 코팅

Passivation
Cleaning

>

Layer

>

Deposition
Cleaner

PECVD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oater

Oven

Cleaner

장[2-1]

>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Passivation Layer Patterning, Via Hole 형성

Exposure

Aligner

>

Baking

Oven

>

PR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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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hing

Dry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➆ 화소 전극(Pixel Electrode) 공정
▸Pixel 전극 증착(ITO/IZO) 및 PR 코팅

Cleaning

Pixel
> Electrode >
Deposition

PP
Cleaning

> PR Coating >

Baking

Cleaner

Sputter

Cleaner

Coater

Oven

소[1-1]
장[2-2]

>

소[1-3]

▸Lithography 공정을 통한 Pixel 전극 Patterning

Exposure

Aligner

>

Baking

>

Oven

PR
>
Developing
Developer

소[1-2]
장[2-3]
Cleaning

> Annealing >

Cleaner

Oven

- 17 -

Etching

Wet Etcher

>

PR
Stripping
Stripper

>

2-2

OLED 화소형성 및 봉지 공정/장비 현황
< OLED 제조 공정도 >

ㅇ 현재 대부분의 OLED 화소형성 공정은 진공 증착기를 통해 제조되고
있으나, 대면적(8G 이상) OLED 제조에서의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국
내외 다수 기관에서 인쇄 공정을 위한 장비, 소재, 공정을 개발 중에
있음
< OLED 화소형성 공정 순서 및 장비 >
▸증착공정 방식(Evaporator 장비)
1. Pretreatment

Plasma
Treatment
N2, gas

2. Organic Layer

HIL

HTL

EML

ETL

EIL

Organic Materials, Evaporator

3. Electrode

Cathode
Al, Evaporator

▸용액공정 방식(Printing 장비)
1. Substrate
Pretreatment

2. Organic Layer

TFT&Bank 형성

HIL / Curing

Hydrophobic layer

Hydrophilic-hydrophobic
patterning

Photo catalyst, Coater

UV, UV exposure

HTL / Curing

EML / Curing

Polymer/Small molecule Organic materials, Printing Equipment

3. Electrode

Cathode
Al, Evap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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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증착 공정

➀ 성막전, 표면처리 공정
Plasma
Treatment
Evaporator

장[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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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유기막 증착 공정
HIL 형성

>

HTL 성막

>

EML 성막
(R, G, B)

>

ETL 성막

>

EIL 성막

Evaporator

Evaporator

Evaporator

Evaporator

Evaporator

소[1-7]
장[2-4]

소[1-7]
장[2-4]

소[1-2]소[1-6]
소[1-9]
장[2-4]

소[1-7]
장[2-4]

소[1-7]
장[2-4]

➂ 전극 형성 공정
Cathode
성막
Evaporator

장[2-4]

➃ 봉지(Encapsulation) 공정
- 중소형
SiNx 형성

>

Organic
막형성

PECVD

Inkjet

소[1-8]
장[2-1]

소[1-8]
장[2-6]

>

Curing

>

Oven

SiNx 형성

PECVD

소[1-8]
장[2-1]

- 대형 OLED
Barrier
film형성

> Metal 합착 >

Adhesive
Curing

PECVD

Lamination

Lamination

Oven

소[1-8]
장[2-1]

소[1-8]

SiNx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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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필름

Laminator

>

OLED

인쇄 공정

➀ 성막 전 뱅크(Bank) 형성 및 표면처리 공정

Cleaning

> PDL Coating >

Baking

Cleaner

Coater

Oven

PR
Plasma
> Annealing >
Developing
Treatment
Oven

Exposure

Aligner

소[1-2]
장[2-3]

소[1-3]

Developer

>

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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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ing

Oven

>

➁ 유기막 형성 공정
HIL 형성

>

Evaporator or

Curing

>

Curing

>

Oven

Coater

소[1-7]
장[2-4]

Curing

>

Evaporator or

Oven

Coater

HTL 형성

ETL 형성

>

Evaporator or

Oven

Curing

소[1-6]소[1-9]
장[2-6]

>

EIL 형성

>

Evaporator or

Oven

Coater

Curing

Oven

Coater

소[1-7]
장[2-4]

소[1-7]
장[2-4]

➂ 전극 형성 공정
Cathode
성막
Evaporator

장[2-4]

➃ 봉지(Encapsulation) 공정
- 중소형
SiNx 형성

>

Organic
막형성

PECVD

Inkjet

소[1-8]
장[2-1]

소[1-8]
장[2-6]

>

Curing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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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kjet

소[1-7]
장[2-4]

>

EML 형성
(R, G, B)

>

SiNx 형성

>

보호필름

PECVD

Laminator

소[1-8]
장[2-1]

소[1-10]

>

- 대형 OLED
Barrier
film형성

> Metal 합착 >

Adhesive
Curing

PECVD

Laminator

Laminator

Oven

소[1-8]
장[2-1]

소[1-8]

소[1-10]

SiNx 형성

2-3

>

OLED 패널 후공정

Laser Lift Off
> Cell cutting > Inspection >
(option)
LLO

Scriber

Inspection

Polarizer
Attatch
POL attatcher

소[1-4]

FPC Bonding > Inspection >

Bonder

Inspection

Window
Attatch
Laminator

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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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
Bonding
Bonder

>

Ⅱ. OLED 소재․부품․장비 주요 품목별 동향
1

OLED 소재․부품 주요 품목별 동향

1-1

스퍼터 타겟 : 투명 전극용, 메탈계

□ 스퍼터 타겟(Target) 재료의 국산화 비중은 50% 수준으로 주요 타겟
재료에 국내 업체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산화가 양호한 품목
으로 판단
ㅇ 스퍼터 타겟 재료는 투명 전극용 타겟(ITO/IZO) 및 은(Ag), 구리
(Cu), 알루미늄(Al), 몰리브덴(Mo), 티타늄(Ti) 등을 주로 사용

* ITO : 산화인듐(In2O3) + 산화주석(SnO2) / IZO : 산화인듐(In2O3) + 산화아연(ZnO)
< 스퍼터 타겟 재료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 투명 전극용 타겟은 나노 파우더를 압축한 덩어리로,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스퍼터(Sputter) 장비 내에서 플라즈마에 의하여 기화되어
소모되는 재료이며 기판(유리 or 필름) 위에 증착되어 박막을 형성
하게 됨
- 투명 전극용 타겟은 기존 Planar 타겟(평판형)에서 신규 대형라인을

중심으로 2~3배 이상 효율이 좋은 Rotary 타겟(원통형)으로 전환 중
- 24 -

< 투명 전극용 타겟의 종류 >

< 투명 전극용 타겟 업계 구조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투명 전극용 타겟 업계는 산화인듐(In2O3)이나 산화주석(SnO2)등의

분말 원료를 압축 성형한 후 소결에 의해 치밀한 결정체를 얻고 그
이후 기계가공 등으로 형상을 다듬어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에
본딩(Bonding)하여 출하
ㅇ 투명 전극용 타겟의 주요 제조사는 미쓰이금속공업, JX금속 등 일본
기업과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SGC), 희성금속 등 한국기업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패널기업 생산 조정 및 인듐 가격 하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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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까지 수량 및 금액 기준 모두 감소하다가 중국의 신규 라인

등의 영향으로 ‘21년부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투명 전극용 타겟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투명 전극용 타겟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메탈계 타겟 재료는 알루미늄(Al), Al합금, 몰리브덴(Mo), Mo합금,
구리(Cu), 티타늄(Ti) 등이 있으며 주로 TFT 공정의 게이트(Gate)
전극 및 소스/드레인(S/D) 전극 형성 시 사용

ㅇ Gate 전극과 S/D 전극, TFT 종류, 어플리케이션, 패널 메이커의 생산
라인, 기술적 수준에 따라 다르며, LTPS S/D 전극에는 Al 및 Ti가
주로 사용되며, Gate 전극의 경우 OLED 전용의 LTPS TFT 라인에는
주로 몰리브덴(Mo)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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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토 마스크, FMM

□ 포토마스크(Photo Mask)의 경우, 패턴이 없는 형태로 공급되는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의 해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국내 패터닝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 사실상 국산화 비중이 65% 수준으로 국산화가 양호한
품목으로 판단

ㅇ TFT 패턴 형성을 위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는 재질에
따라 크롬(Cu), 몰리브덴(Mo) 등을 주로 사용
< 포토마스크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 블랭크 마스크는 쿼츠 원판을 가공한 후 크롬과 현상액을 도포하여

제조하며, 공급업체는 일본의 울코트(Ulcoat), 호야(Hoya), CST,
한국의 에스엔에스테크(SNS Tech) 등이 경쟁하고 있음
< 포토마스크 제조 공정 >

출처 : 에스엔에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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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종류별 소요 마스크 수 >
a-Si

LTPS

Oxide

Mask Layers

4~6

9~15

6~10

Panel

LCD

LCD, OLED

OLED

- 마스크 패턴 형성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체 생산과 PKL, DNP

에서 공급받고, LG디스플레이는 LG이노텍과 PKL에서 공급받고 있음

□

FMM(Fine Metal Mask)의 경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품일수록

정교한 패턴을 필요로 하며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은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임.
< Fine Metal Mask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ㅇ FMM은 RGB 화소를 만드는 유기물 증착 공정에서, TFT 화소 영역
에만 유기물이 증착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 패턴이 뚫린 Ni-Fe
합금의 수십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얇은 인바(Invar) 금속
< 유기물 증착 프로세스와 FMM >

< 화소가 패터닝된 FMM 스틱 >

- FMM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히타치 메탈(Hitachi Metal) 등의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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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Invar를 공급받아 Rolling 압연공정을 통해 한 번 더
얇게 만들어 Mask를 제작한 후 패널 업체들에게 공급
- 현재 FMM 시장은 일본기업인 DNP(Dai Nippon Printing)와
TOPPAN(토판인쇄)이 독점 생산 중이며 DNP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 공급, 특히 고해상도 OLED 패널 제품에서는 100% 공급
ㅇ 국내에서는 APS홀딩스(AP System), 웨이브일렉트로닉스, 필옵틱스,
LG이노텍, 풍원정밀, 티지오테크 등이 개발 중
< FMM 제조 공정 기술과 국내·외 관련 업체 >

출처 : UBI Research

- 고해상도에 비례해 마스크 패턴이 정교화, 세밀화 되면서 기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국산화가 더욱 어려운 실정
- FMM은 Invar 합금의 원재료와 패터닝 기술 등 국산화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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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토레지스트, 칼라레지스트, 블랙레지스트

□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 감광액)는 국산화 비율이 10% 수준으로 저조
하지만 국내 업체인 동진쎄미켐이 관련 기술은 확보하고 있음
ㅇ TFT 회로 패턴 형성을 위한 감광성 수지로 현상되는 형태에 따라
Positive와 Negative로 나뉨
< Photo Resist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 Positive PR과 Negative PR의 현상 특성 >

- Photo Resist 공급 업체는 머크(Merck), 코템(COTEM), 동진쎄미켐 등이

있으며, 국산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외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 국산화 비중 개선을 위한 신규 개발보다는 Photoresist 구성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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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액티브 컴파운드, 레진, 솔벤트, 첨가제 등 주요 원재료의 국산화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칼라레지스트(Color Resist, RGB Resit)는 Color Filter의 RGB 형성용
레지스트로 LG화학, 동우화인켐, 삼성SDI 등의 업체가 한국 내 점유율
100%를 차지
< Color Resist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ㅇ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스미토모(Sumitomo) 화학이 Top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70% 정도를 염료 하이브리드 타입이 차지하고 특히
Blue(청색)에 강점이 있음
- Color Resist 색 재료에는 밀베이스 수지나 광중합개시제, 용제

등이 배합되어 있으며, 현상액 등의 에칭(Etching)에 견디는 성능을
가지고 내열성 등이 뛰어난 안료가 주류를 이룸
ㅇ Color Resist 재료의 핵심 기술인 밀베이스 기술은 일본의 도요잉크,
미쿠니 색소, 산요색소 등의 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으며, 재료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기술의 국산화가 필수적
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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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레지스트(Black Resist)는

컬러필터 RGB 화소의 혼색을 방지

하는 블랙 매트릭스(BM) 형성용 레지스트로, 흑색 원료인 카본 블랙
제조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공급업체가 제한적(대부분 일본업체가
점유)이지만 국내 LCD 산업 축소에 따라 국산화 필요성은 낮음
< Black Resist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ㅇ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쓰비시케미컬, 일본제철 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업체도 패널업체에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
- Black Resist는 노광에 의한 성형을 가능하게 하는 ‘UV투과성’과

콘트라스트 향상을 위한 ‘차광성’이라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양립
시키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Color Resist에 비해 제조업체가
한정적임
ㅇ 이와는 별개로 컬러필터 제조 공정 상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블랙 매트
릭스(BM)와 포토 스페이서(Photo Spacer)를 일괄 형성하는 BCS(Black
Column Spacer)를 채용함으로써 공정수 삭감에 의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높이가 다른 부분을 한 번의 노광 공정으로 형성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일부 패널 제품에 그치고 있으며, BCS 기술을
응용해 잉크젯 방식의 QD-CF용 BM 개발도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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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OLED 편광판, TAC 필름

OLED 편광판은 중소형 패널에서는 스미토모화학(한국 내 동우화인켐),

대형 패널에서는 국내 LG화학이 강점을 보이며 국산화 비율이 20%
수준이나 동우화인켐으로 인해 한국 내 점유율은 75% 수준으로 추정됨

ㅇ OLED 패널 내 외부 빛의 반사를 차단하여 보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
하는 핵심 소재 중의 하나
< OLED 편광판 구조 >

출처 : LG화학

- 삼성디스플레이는 동우화인켐(스미토모화학)과 니토(Nitto), LG

디스플레이는 동우화인켐(스미토모화학)과 LG화학에서 대부분 구매
진행
- 폴더블 OLED용에서는, Key Point인 아주 얇은 위상차 필름에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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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필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액정 코팅 필름은 1~3㎛로 얇고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나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에

코팅으로 성막하여 박리전사에 의해 편광판과 부착
< OLED 편광판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OLED 편광판 업계 구조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OLED 편광판 제조업체에서는 PVA 연장과 보호필름의 부착기술,

위상차 필름 등의 내제화로 차별화 중

- 34 -

□ PVA(편광소자) 필름을 보호하는 상 하부 필름에 TAC(Tri-acetyl Cellulose)
·

필름을 많이 사용하며, 대면적화에 따른 필름을 균일한 두께로 이물질 없이
생산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품목

ㅇ 일본의 후지필름과 코니카미놀타가 원천기술 및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효성화학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최근 양산, 45%
수준의 국산화를 성공한 것으로 추정됨('19.8.10.

한국일보 기사 참조)

< 편광판 보호필름 및 위상차 필름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1-5

PI(Polyimide) : TFT 기판용, 투명 PI

□ PI 바니시(Varnish) 소재는 중소형 Flexible OLED 기판으로 사용되며,
한국 내 점유율은 90% 수준

ㅇ 한국 내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에스유머트리얼스(SU Materials, 삼성우베코산 합작사)가 중소형 플라스틱 OLED(POLED) 생산 비중이 높은
삼성디스플레이에 공급하기 때문
- 향후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 POLED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 국산화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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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Varnish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ㅇ 유리기판에 PI Varnish를 도포(Slit Coating)하여 열경화 및 건조
처리하여 폴리이미드 기판을 제작하고 TFT, OLED 소자, 봉지 공
정 등을 거친 후에 LLO(Laser Lift Off)를 통해 유리로부터 분리
- PI는 이미드(-CO-NR-CO-) 결합을 포함하는 폴리머(Polymer)의

총칭으로 내열성, 난연성, 고강도, 고탄성, 유전특성, 내약품성 등의

℃ 이상으로 높은 TFT 공정에 사용

성질을 가져 공정 온도가 300

ㅇ 글로벌 점유율은 우베코산(SU Materials 포함)이 98% 이상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 PI Varnish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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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 다우듀폰(DowDuPont)이 '19. 9월 국내에 PI Varnish

공장을 신설하며 삼성디스플레이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인 SKCKolon PI의 경우 기술개발은 하였으나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반도체용으로 OLED 전용의 비즈니스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
- '19년 기준, 한국 내 점유율은 높지만 순수한 의미의 국산화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므로, PI 소재에 대한 자립화 및 국산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

뱅크(Bank, 격벽) 형성용 감광성 투명 PI는 잉크젯을 제외한 증착
방식의 모든 AMOLED 제조에 사용되며 일본업체인 토레이(Toray)가
점유율 100%를 차지
< 감광성 투명 PI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ㅇ 뱅크용 감광성 PI는 TFT 형성 후 유리에 도포하여 노광(포토 리소
그래피)에 의해 패턴을 형성하며 고해상도가 요구되므로 재료설계에
높은 기술이 필요
- 뱅크용의 투명 PI는 포토 리소용(노광용) 감광성 재료이기 때문에
TFT 기판용의 유색 PI 보다 단가가 약 2배로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소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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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분자 발광재료(EML)

□ 발광층(EML, Emission Material Layer)은 정공과 전자가 만나 빛을
내는 층으로 R, G, B(적색, 녹색, 청색)의 내열성이 높은 호스트(Host)
물질과 양자 발광 효율이 높은 도펀트(Dopant)로 구성되며, 한국은 Red
Host(100%), Blue Host/Dopant(70%)에서 강점을 가짐
< EML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ㅇ Red Host는 인광소재가 적용되며, 삼성디스플레이는 다우듀폰(Dow
DuPont)과 덕산네오룩스가 재료 구조에 따라 소재를 공급하고, LG

디스플레이는 LG화학과 다우듀폰(DowDuPont)이 공급
- 다우듀폰(DowDuPont)의 경우, 국내 Dow Chemical Korea에서 생산

하고 있어 Red Host 소재의 국산화 비중을 100%로 판단함
ㅇ 인광 Red Dopant는 유니버셜디스플레이(UDC) 패널기업 양사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광범위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Green Host 역시 인광소재가 적용되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SDI와
일본제철이, LG디스플레이는 LT소재(舊 희성소재)와 LG화학이 공급
- 삼성SDI가 재료 구조에 따라 Green 소재를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제철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특히 대형 OLED(WOLED)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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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Yellowgreen 소재의 경우 머크(Merck)가 전량 공급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 Green Host(좌) 및 Dopant(우)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ㅇ 인광 Green Dopant 역시 UDC가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특허 장벽이 높아 앞으로도 국산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Blue Host는 형광소재가 적용되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스에프씨
(SFC)가, LG디스플레이는 이데미츠코산과 LG화학이 공급
- Blue Host의 경우 , 삼성디스플레이의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국내기업 SFC의 공급으로 인해 국산화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이데미츠코산의 특허 장벽이 높아 국산화에 어려움이 예상
< Blue Host(좌) 및 Dopant(우)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ㅇ 형광 Blue Dopant 소재는 SFC, JNC(舊 Chisso), 이데미츠코산이 공급
-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SFC가 메인 공급처였으나 최근 수명 특성 등의

개선으로 JNC로 변경하는 추세이고, LG디스플레이는 이데미츠코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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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JNC 소재로의 변경 평가 중으로,
향후 국산화 비중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EML 소재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1-7

HTL, ETL, CGL, HIL

□ 정공 수송층(Hole Transport Layer, HTL)은 OLED 소자에서, 주입된
정공을 발광층으로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로, 한국
내 점유율은 90% 수준
< HTL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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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삼성디스플레이는 두산솔루스와 덕산네오룩스가,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은 일본의 이데미츠코산이, 대형은 독일의 머크(Merck)가 전량
공급
- HTL은 정공 수송 역할을 하는 층(HTL1)과 발광 재료의 효율을 높이는

층(HTL2)의 2층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HTL2를 전자의 누출을 막는 전자
블록층(Electron Block Layer, EBL)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류가 되고 있음
- 정공 수송 역할을 하는 공통층과 공통층-발광층 사이에 EBL 재료가 R,
G, B마다 사용
< OLED 구조 >

출처 : 두산솔루스

□ 전자 수송층(Electron Transport Layer, ETL)은 음극에서 전자를 받아
발광층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로, 한국 내 점유율은 90% 수준

ㅇ 중소형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모두 LG화학이, 대형은
LG화학 및 일본의 이데미츠코산이 공동으로 공급
- 중소형, 대형 OLED 모두 국내 LG화학이 강세를 보이는 소재로

국산화 비중은 90% 수준이지만, 대형 WOLED 시장에서는 국산화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HTL과 함께, 사업 초기에 이미 선정된 소재를 신규 소재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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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OLED 소자의 특성 변화를 동반하므로 리스크가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ETL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 전하 생성층(Charge Generation Layer, CGL)은 발광층을 적층하는 탠덤
(Tandem) 구조를 채용하는 대형 OLED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인접한

상하 소자에 전자와 정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국산화 비중은 CGL
Host는 5%, CGL Dopant는 50% 수준
< CGL Host(좌) 및 Dopant(우)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ㅇ CGL은 전자 수송성을 갖는 n type과 정공 수송성을 갖는 p type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도레이(Toray)와 독일의 머크
(Merck)가 강점을 보임
- n type CGL의 Host 재료는 도레이(Toray)가 메인 공급업체이며,
LT소재(舊 희성금속)가 소량 공급하는 구조로 국산화 필요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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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재이나 최근 유기소재의 가격 인하로 인한 신규 소재의 가격
메리트가 상실됨으로 인해 국산화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n type CGL의 Dopant 재료는 이탈리아에 본사가 있는 SAES Group이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금속 소재의 순도 관리만 잘 된다면 국내 업체의
공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
- p type CGL의 Host 재료는 머크(Merck)가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LG화학과 LT소재가 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양산 안정화 및 국산화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Dopant 재료는 삼성SDI의 p-dopant를 사용하며, 전체 n type과 p type에

사용되는 도펀트의 사용량은 5:5 수준으로 국산화 비중이 50% 수준으로
판단

□ 정공 주입층(Hole Injection Layer, HIL)은 양극(ITO)으로부터의 정공
주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 수준

ㅇ 중소형은 덕산네오룩스, LT소재(舊 희성소재), 삼성SDI가, 대형은
일본의 이데미츠코산과 LT소재가 주로 공급
< HIL 소재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HIL에 요구되는 주요 특성은 정공을 수송하는 성질을 가지며 양극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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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 주입 효과나 발광재료에 대한 정공 주입 효과를 갖거나, 발광층에서
생성한 엑시톤(Exciton)이 전자 주입층(EIL)이나 전자 주입 재료로 이동하
는 것을 방지하고 박막 형성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중소형용에서는 HIL에 정공 수송 재료(HTL)와 같은 Host에
Dopant를 첨가하는 것이 주류로 , 덕산네오룩스가 Host재료를

삼성SDI(Novaled)가 Dopant를 공급하는 형태임
- 주로 대형 TV용에서는 HIL과 HTL의 역할을 겸한 도포재료를 채

용하고 있어 정공층의 공통층을 형성
- QD-OLED의 양산이 예상되는 '22년 이후에는 대형 전용의 HIL

재료의 수요가 중소형 전용을 웃돌 것으로 예측됨

1-8

□

OLED용 봉지 소재

OLED 패널 봉지(Encapsulation) 소재는 발광 방식과 기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삼성SDI와 LG화학이 강점을 보임

ㅇ 특히, 중소형 Flexible OLED에서의 박막 봉지(Thin Film Encapsulation,
TFE)는 카티바(Kateeva)의 잉크젯(Inkjet) 장비와 삼성SDI의 잉크젯

재료가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Type별 봉지(Encapsulation) 방식 >
구분

중소형

대형

발광 방식

Top Emission

Bottom Emission

Top Emission

Rigid

Rigid

형태

Rigid

Flexible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삼성디스플레이,
Ever디스플레이,
Visionox 등
글라스 프릿
(Glass Frit)

박막 봉지

시트 봉지 +

댐(Dam)-필(Fill)

(TFE)

금속박(Metal Foil)

구조

봉지 방식

LG디스플레이,
BOE 등

JOLED
LG디스플레이

(잉크젯 OLED)

(WOLED)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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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 WOLED 패널의 봉지 공정은 중소형과 달리 금속박(Metal Foil)과
접착제를 이용하여 Oxide 기판과 WOLED 소자를 덮는 방식
< 봉지(Encapsulation) 소재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금속박(Metal Foil)은 풍원정밀이 히타치 금속(Hitachi Metals)에서

박막의 니켈(Ni) 합금을 롤(Roll) 형태로 공급받아 일정 크기로
커팅하여 LG디스플레이에 공급, LG화학과 이녹스에서 공급 받는
접착제로 라미네이팅하는 봉지 공정을 진행
ㅇ 폴더블(Foldable) 제품의 출시로 무기층의 질화규소(SiNx)보다 좀더
유연한 무기 소재로의 변환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실리콘(Si) 기반의
무기 소재의 개발이 진행 중
ㅇ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하고 있는 QD-OLED는 Top Emission 발광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봉지층에 투명성이 요구되고, 봉지용 Dam
소재(UV 경화 재료)와 막 봉지용 Fill 소재(UV 경화 또는 열경화
재료)를 사용
1-9

□

QD : 소재 & 필름(Film)

양자점(Quantum Dot, QD) 재료는 미국의 나노시스(Nanosys)와 나노코
(Nanoco), 삼성전자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후발업체들은 제휴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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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공급 중
ㅇ 삼성전자는 한솔케미칼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 외에 Nanosys와도
기술 제휴를 맺고 있으며, Nanoco의 경우 양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DowDupont 및 Merck와 협업하여 QD 재료를 생산
- QD의 지름은 10nm 미만으로 입자의 직경 크기에 따라 변환되는 색상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청색(B)광을 광원으로 사용했을 경우 7nm 내외의
입자에서 적색(R)광을 얻을 수 있고 3nm 전후의 입자에서 녹색(G)광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음
ㅇ QD 잉크(Ink)는 LCD, OLED, Micro LED 등의 디스플레이 광원인
청색광을 적색광이나 녹색광으로 변환 시키는 QD-칼라필터(CF)용
재료로, 원가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잉크젯 공정으로 사용
- 삼성디스플레이가 청색 OLED와 QD-CF를 조합하는 QD-OLED를

개발하여 최근 양산라인 투자 중
< QD Ink 업계구조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ㅇ QD 시트(Sheet)는 LCD의 백라이트유닛(BLU)에 붙여 사용하며, QD가
물과 산소에 의해 쉽게 열화 되는 성질로 인해 QD Sheet에는 배리어
(Barrier) 성능이 요구되며, 배리어 필름은 최근 스퍼터(Sputter) 방식에서

투명 증착 필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국내의 글로텍, 미래나노텍, 신화인터텍과 같은
3개 회사가 QD Sheet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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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 Sheet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1-10

OCA, OCR

□ 광학용 투명 점착제(Optically Clear Adhesive, OCA)는 모듈(Module)

공정에서 필름의 라미네이션(Lamination)을 위한 접착 필름으로 사용
하며, 한국 내 점유율은 미국의 3M(45%) 다음으로 40% 수준

ㅇ 삼성디스플레이는 3M, 니토(Nitto), 삼성SDI, TMS 등에서 공급 받고,
LG디스플레이는 3M, 니토(Nitto)에서 공급 받는 중
< OCA 국산화 비중 >

출처 : 스톤파트너스 보고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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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중국 패널 업체 등에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미쓰비시케미컬이 Top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용으로는 주요 3M 제품을 채용하고 있음
< OCA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OCA 분야 국산화율은 40% 수준이며 이미 상당 수준 국산화가 진행

되고 있어 추가적인 국산화 지원 필요성은 낮지만, 3M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은 지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광학용 투명 레진(Optically Clear Resin, OCR)은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점도가 있으며 얇게 도포한 후 경화를 통해 필름 및 디스플레이 층을
접착할 수 있는 레진(Resin)으로, 커버 글라스, 투명 도전성 기재, 터치
패널 등의 각 접합 부분의 공기층(Air Gap)을 충전하고 굴절률을 조정
하여 시인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품
ㅇ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본의 덱세리얼즈(Dexerials)와 교리츠화학
산업(Kyoritsu)이 9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주원료가 되는 아크릴,
실리콘계 등의 수지 재료 배합 노하우 및 기술 장벽이 높아 국산화에
어려움이 예상
- 덱세리얼즈는 일본의 JDI, 샤프(Sharp), 대만의 AUO, TPK 등에

주로 납품하고 교리츠화학산업은 삼성디스플레이 리지드(Rigid)
타입, LG디스플레이, Truly 등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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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 >

출처 : 후지키메라 보고서(2019)

- 49 -

2

OLED 제조 장비 주요 품목별 동향

□ OLED 디스플레이가 세계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OLED 패널 생산업체들 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
□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에 힘입어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에 선행하는 제조
장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최근 3년간(2017~2019년)의 전체 디스플레이(LCD, OLED 등) 장비시장
규모는 542.9억 달러(약63조 68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년도
장비시장 규모는 '19년 152.9억 달러보다 11.9억 달러 증가한 164.8억
달러(약 20조4558억원)로 예상
<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시장 실적과 전망 >

* 출처 : IHS마킷, KDIA

ㅇ 이 중에서 일본 장비업계가 고가 장비를 주로 공급하며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며, 국내의 장비 업계는 약 25% 시장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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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가 84%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의 주성엔지니어링이 8%를 차지
- 스퍼터(Sputter)의 점유율은 일본의 알박(ULVAC)이 52%, 미국의
AMAT가 22%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에이치앤이루자가 16%,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아바코가 7%를 차지
- 노광기(Exposure)는 일본의 캐논(Canon), 니콘(Nikon) 양사가 시장을
양분하며, 두 업체 점유율이 98%를 차지
- 증착기(Evaporator)은 일본의 캐논 토키(Canon Tokki)와 ULVAC이
각각 55%, 11%, 국내의 선익시스템 12%, 에스에프에이(SFA)․에스엔유
프리시젼(SNU)이 6%의 점유율을 가지나, 중소형 패널에 있어서는 캐논
토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 '16년 12월, SFA가 SNU프리시젼을 인수

ㅇ 일본의 장비 업체들이 전공정 장비에 특별히 강한 이유는 초기
디스플레이 산업이 일본에서 개화되고 본격화되면서 장비의 핵심
공정 기술을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과 공동으로 축적함에 기인
□ '20년 OLED 패널 장비시장은 중국 패널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
'19년의 83.1억 달러보다 12억 달러가 증가한 95.1억 달러(약 11조
8086억원)로 예상
ㅇ 6세대용 OLED 패널 장비시장 규모는 72.8억 달러로 예상되며,
대부분 중국 패널 업체의 투자 금액임
ㅇ 8.5세대용 OLED 패널 장비시장 규모는 22.2억 달러로 예상되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양산용 QD-OLED 패널 및 중국 HKC의 개발용
OLED 패널의 장비 투자 금액임
ㅇ 공정 분류에 따른 OLED 패널 장비시장은 TFT 공정 장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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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Pixel) 공정 장비(23%), 박막봉지(Encapsulation) 공정 장비(13%)
순으로 비중을 차지
< 2020 OLED 장비시장 전망 >

* 출처 : UBI Research 2020년 OLED장비 시장 보고서

□ '21년 이후의 세계 OLED 패널 장비시장은 중국의 공격적인 6세대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한 투자가 불러온 공급 과잉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전망
ㅇ 국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TV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위해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개발 중인 QD-OLED 패널 및 QNED
패널의 상용화에 따라 신규 수요의 발생 예상

* QD-OLED(Quantum Dot-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Blue OLED를 광원으로, 그 위에 Red, Green QD를 활용하여 색변환 함으로써 색을 구현하는
방식의 디스플레이

* QNED(Quantum Dot Nano Light Emitting Diode)

- QD-OLED의 수명과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Blue OLED를 Blue Nanorods LED
(GaN)로 대체해서 색을 재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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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ECVD

□ PECVD는 TFT 공정에서는 회로 형성에 필요한 활성층, 절연막,
보호막과 평탄화 층을, 박막봉지(Thin Film Encapsulation, TFE)
공정에서는 무기막의 형성을 위해 가스와 플라즈마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식으로 증착시키는 장비이며, 국산화 비중은 16% 정도임
< PECVD 국산화 비중 >

* 출처 : HS마킷, KDIA

□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Applied Materials)가 전 세계
대부분의 패널 업체에 공급할 정도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알박(ULVAC)과 국내의 주성엔지니어링 및 원익IPS가
일부 공정에 도입되어 점진적으로 적용 공정을 확장 중
ㅇ AMAT와 ULVAC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초기 AMOLED 패널 생산
라인에 장비를 공급하였으며, 그 이래로 현재까지 AMAT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모든 AMOLED 패널 생산라인에 공급 중
-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플렉시블 OLED 패널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공정에서 국내업체의 PECVD를 평가 및 도입 여부 검토 중
ㅇ 주성엔지니어링은 TFT 공정용 PECVD를 LG디스플레이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 중이며, AMAT 및 ULVAC과 함께 필요한 공정을
나누어서 비슷한 비율로 공급
- '19년에 LG디스플레이의 10.5세대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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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공정용 장비를 입고하였으나, LG디스플레이의 투자 지연
공식화에 따른 양산 일정 연기로 셋업 대기 중
- TFE 공정용 장비는 LG디스플레이와 중국의 티엔마(Tianma) 및
로욜(Royole)에 공급한 실적 보유
ㅇ 원익IPS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TFE 공정에서 무기막 형성용 PECVD를 공급한 실적 보유하고
있으며, QD-OLED용 장비도 개발
ㅇ 테스는 중국의 에버디스플레이와 차이나스타(CSOT)에 TFE 공정용
연구 개발 장비를 납품한 실적 보유
□ OLED 패널 생산라인의 TFT 공정, TFE 공정 등 다양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PECVD에 대한 국산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2-2

Sputter

□ 스퍼터(Sputter)는 TFT Array의 도전성 전극(Electrode), 보호막 또는
절연막을 물리적 방식으로 증착시키는 장비이며, 국산화 비중은 76%임
< Sputter 국산화 비중 >

* 출처 : IHS마킷, KDIA

□ Sputter 장비시장은 일본의 알박(ULVAC)이 국내의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 시장을 선도하였으나, AMOLED 디스플레이 산업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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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 및 발전에 따라서 국내의 에이치앤이루자와 아바코가 그 위치를
대신함
ㅇ ULVAC은 중국의 OLED 패널업체에 주로 장비를 공급 중이며,
- LG디스플레이의 터치 일체형 공정에 사용될 Sputter 일부와 전 세계
유일의 대형 TV용 WOLED 패널 생산라인에 공급
ㅇ 아바코는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라인에 장비 공급 중이며,
터치 일체형 공정에는 ULVAC과 함께 일부 공급
ㅇ 에이치앤이루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초기
부터의 협력을 통해 독점적으로 장비 공급 중
- 또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라인에 투자하는 중국의 주요 패널 업체에 터치 일체형 공정용
장비를 공급 중
□ 중국의 OLED 패널 업체들이 현재는 중소형 라인에 적극 투자 중
이지만, 향후를 대비하여 QD-OLED 패널 및 대형 WOLED 패널
생산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아직 국내 장비 업체들이 공급 실적을 보유하지 못한
대형 WOLED 패널용 Sputter의 국산화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3

노광기

□ 노광기(Exposure)는 TFT 회로를 만들기 위해 유리 기판에 포토
레지스트(Photo Resist)와 포토마스크(Photo Mask)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여 특정한 패턴을 형성시키는 장비이며, 국산화 비중은 2%임
□ 노광기는 일본의 캐논(Canon), 니콘(Nikon) 두 장비업체가 100%에
가까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캐논은 중소형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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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노광기의 약 70%, 니콘은 나머지 30%를 점유
ㅇ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LG PRI)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TV용
WOLED 패널의 일부 생산 공정에 노광기를 공급 중
< 노광기 국산화 비중 >

* 출처 : IHS마킷, KDIA

□ 노광기는 플렉시블 OLED 패널에 적용되는 터치 일체형 패널 공정에도
사용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으로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으로써
국산화 연구개발이 필요
ㅇ 최근 대형 기판에 별도의 포토 마스크 없이 피노광층을 바로 형성
할 수 있는 디지털 노광기의 국산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증착기

□ 증착기(Evaporator)는 TFT 회로 형성 공정 이후에, 진공 상태에서
증기를 증발시켜서 유리 기판에 유기물 층과 금속 배선층 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AMOLED 패널 생산 공정의 핵심 장비이며, 국산화
비중은 34%임
□ 증착기 업체는 일본의 캐논 토키(Canon Tokki)를 비롯하여
알박(ULVAC) 및 미국의 AMAT, 국내의 선익시스템,
에스에프에이․에스엔유프리시젼, 야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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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착기 국산화 비중 >

* 출처 : IHS마킷, KDIA

ㅇ Canon Tokki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 비전
옥스(Visonox), 티엔마(Tianma) 등 전 세계의 OLED 패널 업체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증착기 시장에서 절대 우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초기 PMOLED 패널 생산라인부터 현재의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라인까지 다양한 증착기 공급 실적 보유
- 또한 최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
플레이인 QD-OLED 패널 생산라인에도 증착기 납품 실적 보유
ㅇ 야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LG디스플레이의 TV용 WOLED 패널
생산 공정에 양산용 장비를 공급하여 대형 OLED 패널용 증착기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향후 적용될 10.5세대급
장비의 개발도 완료 상태
- '17년에 중국 BOE의 대형 OLED 패널용 R&D장비를 공급한 실적
보유
ㅇ 선익시스템은 LG디스플레이의 구미 라인에 증착기를 공급
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처에 연구개발용 장비를 공급 중
-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BOE에서 초고해상도가 요구되는 AR/VR
기기에 주로 적용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OLED 패널
(OLEDoS) 생산용 증착기를 수주함

* OLEDoS(OLED on Silicon) : OLED 패널을 유리기판이 아닌 실리콘기판
(반도체 Wafer)에 증착해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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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스에프에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용 SMS(Small Mask
Scan) 증착기의 개발 및 공급을 시작으로 중국의 트룰리(Truly)
4.5세대, 로욜(Royole)과 GVO의 5.5세대 장비를 공급하는 등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
ㅇ 에스엔유프리시젼은 중국의 BOE와 GVO에 5.5세대 증착기를
공급하였으며, '16년에 에스에프에이에 피인수
□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TV용 QD-OLED 패널
생산라인에는 캐논 토키의 증착기가 납품되어 양산화 중으로, 향후
대형 증착기의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2-5

이온 임플란트

□ 이온 임플란트(Ion Implanter)는 TFT 공정에서 저온폴리실리콘(LTPS,
Low-Temperature Polycrystalline Silicon)에 전류를 인가해 가스 형태의
도펀트(Dopant)을 주입하여 LTPS를 저항이 낮은 도전성 물질로 전기
소자의 특성을 바꾸어 주는 장비이며, 국내 장비업체가 전무하여 국산화
비중이 0%

* 도펀트(Dopant) : 붕소, 인, 비소 등의 불순물
< 이온 임플란트 국산화 비중 >

* 출처 : IHS마킷, KDIA

□ Ion Implanter는 디스플레이용 시장에 한해서 일본 장비업체인 닛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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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Nissin Ion)이 100% 독점 공급 중
□ Ion Implanter 시장은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 확대와 차세대 디스
플레이 개발에 비례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국산화율이 0%인 현 상황에서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됨

2-6

Ink-jet Printer

□ Ink-jet Printer는 OLED의 화소형성 공정 또는 아크릴계 유기물층을
형성하여 수분, 산소의 침투에서 OLED 발광층을 보호하는 박막봉지
(TFE)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이며, TFE 공정에서의 국산화율은 14%임
□ (화소 형성 공정용) OLED 화소 형성 공정을 위한 Ink-jet Printer는
국내․외의 다수의 장비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TEL)이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을 보유
ㅇ TEL은 LG디스플레이의 8세대 용액 공정 파일럿 라인 및 중국
BOE, 대만 AUO 등에 공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19년 말에
판매 발표한 OLED용 2세대 급의 장비를 최근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등 다수의 Ink-jet Printer 공급 실적 보유
ㅇ 세메스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최근 투자 진행 중인 QD-OLED
패널과 개발 중인 또 다른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NED 패널의
광변환층에 사용할 Ink-jet Printer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TFE 공정용) OLED 패널에서의 발광층 보호를 위한 TFE용 Ink-jet
Printer의 주요 장비업체로는 미국의 카티바(Kateeva), 국내의 세메스,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LG PRI) 등 국내․외 다수의 기업이 있음
ㅇ 카티바는 중소형 OLED 패널용 장비의 선도기업으로서 삼성디스
플레이, LG디스플레이 및 대부분의 중국 패널업체에 장비를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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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보유
ㅇ LG PRI는 '17년 LG디스플레이의 일부 생산라인과 금년 5월에 중국의
티엔마(Tianma) 6세대 생산라인에 장비를 공급한 실적 보유
< TFE 잉크젯 프린터 국산화 비중 >

* 출처 : IHS마킷, KDIA

ㅇ 세메스는 Ink-jet Printer를 개발하여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라인인 A3 라인에 일부 공급 및 최근 투자 진행 중인
QD-OLED 패널용 TFE용 장비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ㅇ 중소기업인 국내의 유니젯은 중국의 EDO에 2세대급 연구개발용
장비를 공급한 실적 보유
□ 한국의 OLED 디스플레이산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패널
업체들은 잉크젯 프린팅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수율 향상과 기술
경쟁 확보를 위해 노력 중
ㅇ 중국의 BOE는 '18년 말에 잉크젯 프린팅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55인치 OLED 패널을 개발했으며, 최근 허페이 공장에서 TEL의
8.5세대 및 6세대 장비를 테스트 중
ㅇ 중국의 CSOT는 '21년 하반기에 잉크젯 프린팅 기술과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과 생산기지(세계 최초의 8.5세대 프린팅 OLED
라인 포함)를 건설하고, '23년에는 양산에 들어갈 계획
ㅇ 일본의 JOLED는 설립 이후 잉크젯 프린팅 기술 확보 및 OLED 패널
생산 공정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19년에 5.5세대 OLED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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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을 완공하여 20인치대 중형 패널을 양산 중
- '20년 6월에 CSOT에서 200억엔을 투자 유치하여 대형 OLED
패널의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공정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미국의 UDC는 드라이 다이렉트(Dry Direct) 프린팅 방식의 유기증착
제트 프린팅(OVJP)을 개발, '20년 7월에 OVJP의 상용화를 위해 전문
자회사인“OVJP Corporation”을 설립

* 유기증착 제트 프린팅(Organic Vapor Jet Printing, OVJP)

- RGB를 Sovent에 섞어 잉크처럼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팅과 달리, RGB를 기체에 혼합하여
드라이 다이렉트(Dry Direct) 프린팅 방식의 증착기술

- Mask-less, Solvent-less 기반의 OVJP 상용화는 고효율, 고성능의
대면적 RGB 패턴화가 가능한 프린팅 공정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TV용 대면적 OLED 패널 시장 확대가 기대됨
□ Foldable, Bendable과 Rollable 등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 확대에
따른 Ink-jet Printer 시장의 성장 촉진은 장비 국산화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비례
ㅇ 플렉시블 OLED 패널용 소재가 용액형 (Soluble-Type)로 변경된다면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기반 기술로 활용하여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 삼성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OLED 패널에 터치 일체형 기술을
접목한 잉크젯 OCR(Optically Clear Resin) 장비 도입을 준비 중

* 잉크젯 OCR 장비 : 패널과 커버글라스(Cover Glass)의 접착 공정에서 기존의
OCA(Optically Clear Adhesive) 필름을 대신하여 OCR을 잉크젯으로 도포함으로써
OCR의 흘러내림 현상이 적어 곡면 접착도 가능하여 패널 두께 및 베젤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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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주요 정책 동향

□ 산업 생태계 강화 : 소부장 R&D 지원
ㅇ 소부장 100대 품목 선정 지원
- '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 등)에 대응
하기 위한 소부장 6대 분야 100대 품목 선정 지원

* 디스플레이 분야 단기 2, 장기 9 품목 등 11개 핵심 품목

-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자체 개발 및 대체 수입처 발굴, 해외
선진 기업의 국내 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추구 노력 중
ㅇ 소부장 2.0 338개+α 품목 선정 지원
- '20년 7월,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각변동 대응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제조업 강화 정책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추진

* 디스플레이 소부장 분야 8개 품목 추가

ㅇ 상생 협력 강화 : 소부장 특별법 시행
- '20년 4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부장 특별법)
-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 등을 위한 소부장 기술개발,
인력양성, 신뢰성/성능 평가, 수요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 인적 인프라 강화 : 산업 전문 인력 역량강화 사업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 우위의 패널 산업과 더불어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소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2019년~)

* 소부장 분야 연관 기술을 포함하여 패널 기술, SW, AI 기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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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차별화 포인트(안)

□ ‘디스플레이 발전 단계별 전략 차등화’ 필요
ㅇ 기존 시장(Low-end) 세그멘트의 출구 전략
- LCD TV, 모바일용 LCD 등의 기존 시장은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원가 경쟁력을 감안한 출구 전략 필요
- 기존 라인 폐쇄․전환․매각 시, 소부장 생태계로의 영향, 핵심인력 및
(차세대) 기술 보호, 국가 간 협력(해외 매각 시) 등을 검토하여 추진
- 중국 이외의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 경쟁 구도 마련 방안 검토 추진
: 독과점 시장으로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
ㅇ 차세대 및 고부가 시장(High-end) 세그멘트의 지속 우위 전략
- Flexible(Foldable, Rollable 포함) 등 폼팩터 혁신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하여
시장 탐색 이후, 본격 성장기를 겨냥한 추진 전략 필요
- Rigid OLED와 차별화된, Flexible 전용 (후방 산업) 소부장 협력 강화 및
전방 산업의 시스템․서비스 산업에 이르는 Full Line Up 생태계 강화로
경쟁력 우위 지속 전략 추진
: 선제적 제품화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상용화 가속화로 본격
시장 성장 시, 지배력 강화(생태계 간 수주, 협력의 기회 선 제공 등) 측면
□ ‘디스플레이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 필요
ㅇ 디스플레이 소부장 공급 구조 고도화
- 제조 역량 자립화 기술 개발 : 해외 의존성이 높은 밸류 체인의 자립화
(국산화, 수급 다변화 등)로, GVC 변화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 GVC : Global Value Chain

- 제조 역량 선도 기술 개발 : 기 보유 국내 기술의 성능/기능 업그레이드로
디스플레이산업 선도 및 해외 진출 극대화
- 제조 역량 스마트화 : 장비 부품 등 유사기술, SW 등 모듈화 등 공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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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활용 등
ㅇ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부장 공급구조 창출
- 차세대 화소 기술 개발 : Micro-Nano LED 기술, 양자점(QD) 기술 등과
관련된 제조, 검사 장비 및 소재
- 디스플레이 폼팩터 선도 기술 개발 : 플렉시블, 폴더블·롤러블·스트레쳐블
등 전·후공정 장비 및 소재
□ ‘디스플레이 관련 인적 인프라 강화’ 필요
ㅇ 전문 인력 수급 강화
- 소부장 분야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으로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활용 협력 체계 구축

* 혁신 플랫폼 내 시설(공정 장비, 평가/분석 장비 등)을 활용한 현장 경험 활용

ㅇ 인력 유출 방지 : 핵심 퇴직인력 자립 구조 확립

* 혁신공정센터 연계 및 산학교수 연계 등의 전략으로, 현장 경험 축적 및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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