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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성과

첨단기술 융합된 공연무대 장치 개발로

OLED 기술을 이용한

문화산업 새로운 시장 창출

조명용 면광원기술 개발

세계 경제는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융합과 창조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영화 ‘해리포터’ 한 편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을 능가할 정도다. 문화콘텐츠산업이 21세
기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뮤지컬, 연극,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대장치, 영상장비 등 하드웨어
적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문화예술산업계의 발전전략은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공연산업에 메카트로닉스 기반의 첨단기술을 융·복합시켜 문화산업을 첨단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 정관영

재래식 조명인 백열등과 형광등은 각각 전력 소모량의 37%,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
명으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매년 1,900Mton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저소비 전력형, 환경친환적, 장수명 등 우수한 특징을 갖는 새로운 광원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는 조명과 디스플레이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이 중
에서 OLED 조명은 LED 조명과 함께 친환경 고효율 조명으로, 기존 광원이 가지지 못한 투
명, 유연, 저가형 대면적 면조명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조명이다. OLED 조명의 저가 양산설
비 제작기술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연구책임자 이종호

개발 목적

•문화공연산업에 메카트로닉스 기반의 기술을 융ㆍ복합해 스마트 무대장치 및 퍼포먼스 기술 개발

개발 목적

•OLED 면광원을 이용해 보조 조명 상용화 및 주 조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개발 내용

•무대장치에 메카트로닉스와 전자제어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무대 효과와
퍼포먼스 연출이 가능한 전자마루 개발

개발 내용

•단위 모듈화와 전용 인버터 개발 통한 초슬림 OLED 면광원을 이용한 보조 조명기술 개발
•Photoless 하부 투명 전극 증착기술 및 기판·마스크 틀어짐 방지기술 개발로

•무대 블록의 식별, 위치 인식, 무대 맵 생성기술 적용해 표준, 충전, 전동식 조명, LCD/VR,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블록 등 6개의 무대장치 효과 연출 가능(표준, 충천 블록 개발 완료)
•전자마루 위에서 공연 가능한 퍼펫(Puppet,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형 인형)에게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태그가 장착된 충전 블록 개발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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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효율의 기존 공연 무대를 개선해 재구성과 재활용이 가능한 전자마루 개발,
작업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가능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접목,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신산업의 창조 및 시장 선점 기대

▲ 멀티포인트 3D 와이어 플라잉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관영 단장(좌)과
연구원

▲ 애니메트로닉스 설계기술로 제작되는
거대 공룡 퍼펫

조명용 OLED 생산기술 확보
•OLED 주 조명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인 저전압 구동 기술과 외광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색안정성이 우수한 고효율 조명용 백색 OLED 소자 등 주 조명용 대면적 OLED 면광원기술 개발
•Photoless 투명 전도막 형성 공정과 열 증착 방식 유기절연막 형성 공정 개발로
저가형 OLED 면광원 제조기술 개발
기대 효과

•기존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자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저렴하고 양산성 있는
조명용 OLED 생산기술 개발 기대(양산 장비 수입 대체 및 수출)
•신개념 조명인 OLED 면발광 조명기구는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된 국내 산업,
경제 구조 다변화에 기여

▲ OLED 조명 타일

▲ Flexible OLED 조명

▲ OLED조명이 주/보조조명으로 사용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