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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V업체, 고부가가치의 OLED TV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세계적으로 OLED(유기EL) 패널이 각광을 받

식의 패널보다는 화질이 다소 떨어지나 대형화가

고 있다. OLED 패널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액정

가능하다. 현재 TV용 백색OLED 패널은 LG디스

과는 달리 전자회로기판에서 전압을 걸면 유기재

플레이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료가 자체로 발광하므로 백라이트가 불필요하게

일본 OLED TV시장 참여의 기폭제가 된 것은 LG

되어 해당 제품을 더욱 얇게 만들 수가 있다.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백색 OLED패널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이 큰 원인이다. 도레이경영연구

소니의 OLED TV시장 재진입은 고수익 기대  소의 나가이(永井知美) 치프 애널리스트는 최근
때문

일본기업의 OLED TV시장 참여 러시 경향에 대해
“가격 하락이 심한 액정TV에 비하여 OLED TV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후나이전기 등 일본

당분간 높은 이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

전자업체들도 OLED(유기EL) TV 판매의사를 적

석하였다. 현재 55인치 OLED TV 가격은 액정 TV

극 표명하고 있다. 도시바 영상솔루션은 금년 3

의 2배 정도이다. 고화질의 동화(動畫)를 볼 수 있

월에, 소니가 금년 6월 10일부터 일본 국내에서

는 스마트폰 등의 라이벌 제품도 많기 때문에 향

OLED TV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후나이 전기

후 OLED TV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유지할 수 있

는 야마다전기와 공동으로 2018년에 OLED TV를

느냐가 일본기업의 과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

출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일본 회사는 소니다.

고 있다.

소니의 55인치 TV의 가격은 세전 55만엔 전후이

한편, OLED 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두 업체는 한

며, LG디스플레이로부터 백색 OLED 패널을 공급

국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며 막대한

받아 생산한다. 소니는 OLED TV시장에 10년 만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금

에 재진입한 것이다. 2007년 당시 소니는 세계 최

년에 1조엔, LG디스플레이도 2,000억엔을 투자할

초로 개발한 3원색 독립 발광방식의 패널(대형화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가 곤란)을 채택한 획기적인 제품인 11인치형 소

등 스마트폰에 OLED 패널 채택이 늘어가고 있다.

형 OLED TV를 출시하였다. 그러나 소형임에도

OLED 분야의 투자확대에 더불어 패널분야에 강

불구하고 대당 가격이 20만엔이나 하였으므로 소

한 한국과 장치(증착장치 등) 및 재료에 강한 일본

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경

업체 간 협력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험이 있다.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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