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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합니다.

한국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이익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회원사 매출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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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산업진흥회 제6대 회장 이재형 입니다.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한국광산업의 발전과 관련업체의 육성·진흥을 위해 

2000년 3월30일자로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에 의해 발족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광산업을 21세기 미래첨단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광산업육성을

위한 민간 추진주체로서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발족된 것입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앞으로 국내 광산업 육성·발전과 관련업계의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향후 세계 3대 광산업 선진으로 진입하는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계획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산업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산업으로서 정부계획에 따라 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지난 2000년도부터 광산업육성 1·2·3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광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광기술 선도기업 육성과 함께 광산업 제 2도약을 위한 광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력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국내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자체와 민간·교육 분야에 

LED조명 보급 확대 제안을 추진하는 등 국내 LED조명 보급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에 있어

서도 지속적으로 해외 거점별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가면서 해외마케팅 거점과 연계한 현지 시장정보 제공 등 회원사 지원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통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통신 부품-시스템-시공사간 협력체계 마

련 및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지원, 광산업 공동브랜드 '럭스코'를 활용한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확대 지정 및 산·

학·연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지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융복합 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해 성장성 높은 OLED, 적외선광학렌즈, 레이저, 광센서 등 산업화 지원

을 통해 광산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 기업경영에 있어 정책제도 개선사항, 인증, 인력수급 등 관련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산

업 애로해결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실시간 기업 애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한국광산업진흥회 제6대 회장으로서 우리 한국 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가 주력산업으로 정착시켜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 봅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국가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사와 

국내 광관련 연구기관, 대학,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장 이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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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설립목적 및 근거

설       립

조직구성

광산업 발전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2000. 3. 30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총회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2000. 5. 13  법인설립등기

산업발전법 제38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2014. 1. 06  서울·경인지역사무소 설치

광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통계정보제공
광산업 홍보 및 국제교류협력
국내·외 광관련 기관, 연구소 등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회원사의 공동이익, 권익보호 사업

Photonics 2010 프로젝트

회     장

상근부회장

운영위원회

서울·경인
지역사무소

정책기획부

총   회이사회

광전자
일학습센터

사무국장

단위사업별
운영위원회

(6)

국제마케팅
고 문

사업지원부 마케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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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1
마케팅·홍보·기술

사업화 지원

2
광산업

통계정보지원

3
국제光산업전시회 

개최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광산업 공동브랜드인증지원사업
광산업홍보 및 전시홍보관운영
수요자 연계형 LED조명글로벌사업화지원사업
OLED조명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
ODA정책활용 광산업제품 해외진출지원사업
LED보급확대사업

NCS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ONE-STOP 서비스 
서울·경인지역 사무소 운영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 등

광산업통계조사분석 및 정보지원사업 
LED융합산업허브구축사업
광기반공정혁신플랫폼구축 및 사업화지원사업

4
인력양성
지원사업

5
회원사 애로·건의사항 
해결 지원 서비스 및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

2016국제光산업전시회 개최
2016국제光융합기술컨퍼런스 
광산업육성지원기관 연계 유관기관 세미나 및 홍보관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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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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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목적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12개월)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해외 유망 네트워크 확보로 광산업 제품 글로벌 광산업 도시로서 위상제고

해외 마케팅 거점 구축·운영,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프로젝트 발굴 지원

※ 총 사업기간 2014. 1. ∼ 2017. 12. (4년간)

사 업 비 : 1,800백만원 (국비 900, 지방비 900)

지역광산업 수출역량 강화

    지역 광산업 수출현황 분석 및 수출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해외 빅바이어 DB구축

      해외 광산업 유망 시장·대상 빅바이어 DB 구축 및 정보 제공 

      해외 사업 추진 관련 빅바이어 초청 

    해외 광산업 기술·정보자료 제공

현장 밀착지원 체계구축

해외 진출 활성화

    2015년도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

      유럽, 동남아, 남미, 러시아·CIS 지역  무역 사절단 파견(4회)

      ▶ 국가별 유망 바이어 발굴 및 광 관련 기관 네트워크 발굴

      유럽· 미국 LED·OLED 해외 수출상담회 파견(2회)

      ▶ LED·OLED 분야 선진국가의 신기술 도입 협력 네트워크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참가 및 수출상담회 병행 개최(2회)

      ▶ 광통신분야 유망시장 대상 수요조사 기반 유망전시회 선정 및 공동관 구성, 수출상담회 병행

          개최를 통한 파견 성과 극대화 도모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마케팅 센터 구축·운영 (6개 권역 10개소)

      유럽(1개소), 미주(4개소), 아시아(4개소), 러시아·CIS(1개소) 

     ▷ 국가별 최신 광산업 시장 동향 및 프로젝트 정보 입수 및 회원사 제공

    해외 시장진출 확산포럼 개최

      해외 마케팅 센터장 초청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를 통한 해외시장정보 제공

      국내기업의 진출 희망국 담당 센터장과의 별도 컨설팅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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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발굴지원

    해외프로젝트 수주컨소시엄 지원(3개 컨소시엄)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광 관련 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 및 활동 지원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및 수출판로개척

해외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상·하반기 총 3회)

      선별된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으로 상담회 참여기업의 실익 도모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광산업 클러스터 투어, 생산현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광산업체 신뢰성 제고

    세네갈,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해외 신규 광산업 프로젝트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지원(실사단 파견, 시범설치 사업 등)

Russia

China

Australia

Canada

Greenland
(Denmark)

Japan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Brazil

●마케팅 센터  9개소

●기술협력        5개

●프로젝트        2개

●한-카타르 LED 프로젝트
·현지 협작법인, 연구소, 공장 설립
·LED조명 및 시스템 사업화 진출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
·LED 조명기술 디자이 협력 OEM/OCM
·브랜드 런칭 참여

●폴란드 전기 전자 협회
·기관 회원사간 연개협력 네트워크 구축
·폴란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유럽(독일) 마케팅 센터
●독일 고등기술 광학협회
·광산업 현지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항만 및 경기장 LED등 설치

●러시아·CIS 마케팅 센터
·러시아 LED 컨소시엄, 현지 조립공장 설립

●도쿄 마케팅 센터
●요코하마 마케팅 센터
●DLEDA
●오사카부립대학
·맞춤식 LED조명 공동개발

●남미 마케팅 센터

●인도네시아 마케팅 센터
●에너지효율화 시범 프로젝트
·광통신 국영기업 INTI사와 회원시간 협작공장 설립
·국영기업 Telcom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 증진

●뉴욕 마케팅 센터
●LA 마케팅 센터
●텍사스 마케팅 센터

글로벌 마케팅 전략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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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

광산업공동브랜드 인증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11개월)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참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시험인증 지원과 조달 등록 등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참여업체간 공동마케팅 추진 지원

사 업 비 : 135백만원 (지방비)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추진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컨설팅 참여업체 모집 및 평가자료 작성 컨설팅   
      광산업공동브랜드 인증제품을 조달청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컨설팅 지원비 (컨설팅 비용의 70%) 
      ※ 광산업공동브랜드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혜택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물품공급 수의계약 체결 가능
      (지자체 2억 3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7억 9천)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법인평가 지원
    국내 지자체, 공사, 공단 등 참여업체 수의계약 체결 지원

광산업공동브랜드 홍보

    광산업공동브랜드 카달로그 제작 및 지자체, 공사, 공단 등 홍보 및 배포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인증 제품 홍보 카달로그 제작
    광산업공동브랜드 언론사 홍보 
    광산업공동브랜드 전시회 참가 홍보 및 수출상담 

광산업공동브랜드 시험인증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시험·인증 참여업체 모집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시험·인증 지원
      광산업공동브랜드 시험·인증비용 지원 (인증 비용의 70%)
    광산업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개최 및 상표 사용권 부여

최첨단 光産業 공동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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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한국광산업진흥회

운영목적 : 국내 광산업체 제품의 우수성 홍보

운영기간 : 상시운영(공휴일 제외)

전시품목 : LED, OLED 조명 및 광통신부품 등 1,200여 제품

광산업 홍보 및 전시홍보관  운영

광산업 홍보

광산업전시홍보관 운영

    언론사 광산업 담당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본회 위상 재정립 및 지원사업 수시 안내

    광산업 e-뉴스레터를 활용한 국내외 광산업 동향 정보 제공 및 광산업 클러스터 홍보

    위     치 : 한국광산업진흥회 1층 광산업전시홍보관

    개 관 일 : 2004년 11월

    면     적 : 약 268 m²

    제 품 수 : 약 1,200 여개 제품(현재)

    방문대상: 광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대학생 포함)

    운영시간: 월(10:00) ~ 금(17:00) 공휴일 제외

    문     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062-605-9612

    홍보관 이용방법

   ① www.kapid.org 에 접속

   ② 메인 메뉴에서 광산업 홍보관 → 홍보관 예약하기 → 광산업전시홍보관 클릭 → 내용작성 → 확인

   ③ 예약 확인 방법 : 062-605-9612 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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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 (한국광기술원)

해외진출대상국 연계 컨소시엄 및 판로개척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진출대상국 연계 컨소시엄 및 판로개척 (한국조명연구원)

    해외진출 대상국 대응 환경재현 테스트베드 시험 지원
    국내 필드 테스트 실증 지원 및 실증 성적서 발급
    기구축 장비를 활용한 측정 분석 지원 및 특허획득 지원
    LED조명 신뢰성, 고장분석 등을 통한 품질력 향상 제품개발 지원

    해외진출 대상국 대중소 컨소시엄 구축
    국내 LED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시범사업 발굴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홍보 지원
    진출 대상국 현지 맞춤형 LED조명제품 제안 및 공급체계 구축
    해외 필드테스트 단지 구축 및 시범모니터링 지원
    LED인증, 무역,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수요자 연계형 LED조명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 2016. 9. ~ 2017. 8. (12개월)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조명연구원 공동추진사업으로 국내 LED조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사 업 비 : 232백만원 (국비)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총 사업기간 2015. 9. ∼ 2020. 8. (5년간)

※ 총 사업비 : 2,287백만원 (5년간)

    해외진출국 표준, 인증 DB구축
    수요환경 및 요구 성능 분석
    제품 성능 평가 지표 개발 및 규격 가이드라인 개발

·표준/인증 DB 구축

·수요 환경 분석 및 요구

   성능 DB 구축

·성능 평가 지표 개발

·성능 규격 가이드라인 개발

·기술 지원, 측정 분석 지원

·기반 구축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실증시험 지원

·시범설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시장동향 분석

·해외 마케팅 기술 지원

·컨소시엄 구축 및 운영

·시범 설치 단지 구축

·IP 분석

·무역 컨설팅 지원

·표준/인증/무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대륙별 10개 전진 국가
10개 기업 컨소시엄
세계시장 5% 점유

DB 구축
(기후, 조명환경 정보)

컨소시엄
구축

기술지원

측정 및
테스트베드

지원
실증 및
필드시험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제품 및
프로젝트 기획
컨소시엄 구성

성능규격 및
표준 가이드
라인 개발

맞춤형
제품 설계

제조 및 생산
공급 체계 구축

제품 인증 및
테스트베드 평가

현지 시범 설치
및 실증 평가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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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OLED조명산업 클러스터 집적화 단지 구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LED조명 개발지원 및 표준화 (한국광기술원)

OLED조명산업 네트워크 활동 (한국광산업진흥회)

    OLED조명용 광원 제작 및 공정 장비 인프라 구축

    OLED조명 시제품 생산 지원

    소재, 부품, 장비, 공정, 패널까지 연계한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OLED조명 설계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OLED조명 패널/모듈 특성 측정 및 시험 분석

    OLED조명 인증 표준화 제정

    OLED조명 현장적용 실증평가 검증

사업기간 : 2015. 9. ~ 2016. 8. (12개월)

사 업 비 : 96.9백만원(국비)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총 사업기간 : 2014. 9. ∼ 2019. 8. (5년간)

사업목적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공동 추진 사업으로 OLED 관련 시제품 제작지원, 
시험, 평가,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 등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OLED조명 시장 진출 지원

    산학연 전문가 TFT구성·운영

    OLED조명산업 세미나 및 포럼개최

    OLED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LED기업과의 연계방안 도출

    국내외 OLED조명관련 선행특허 조사·분석

    OLED조명 특허맵 작성 및 기술, 제품 개발 전략 수립

    OLED조명산업 시장 기술동향 정보구축 및 보고서 제작

    기술개발 및 산업현황 맞춤 인력 교육시행 및 커리큘럼 개발

    인프라 구축장비 장비운영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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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

경제협력권산업

국제교류협력
    국제교류협력 세미나 개최

제품 홍보

기술지원

    제품 카달로그 제작 홍보 

    잠재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확산

국내외 마케팅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조달등록지원(조명분야)

전시회참가
    공동관구성 운영

인력양성
    기술경영 교육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경제협력권 기술개발 참여업체 및 

    동·이종업체간 연계 협력

사업기간 : 2015. 5 ~ 2016. 4 (12개월)

사 업 비 : 600백만원 (국비)

※ 2015. 5. ∼ 2018. 4. (3년간)

사업목적

광주·대전 경제협력권산업 유망품목 기술개발 참여업체 및 관련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지원
광주·대전지역 광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홍보 및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지원※ 경제협력권산업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 참여업체 지원대상 제외
※ 경제협력권산업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 참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광전자융합산업 산업생태계 조성 및 비지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국내외 판로개척
    개별 전시회 참가

    개별 바이어 상담

    국내 바이어 상담

사업화타켓시장
    구매조건 사항 제품리뉴얼 지원

기업가치 향상
    기술가치 평가, 자금 유치

사업화 경쟁력 강화
    제품 디자인 고급화

[대전테크노파크]

    IP특허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제안

    잠재바이어 발굴            기술시장동향 및 정보제공

사전컨설팅

[(주)윕 스]

[한국광기술원]

[한밭대학교]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DAEJEON TECH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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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및 제품 홍보 국내외 마케팅

사전 컨설팅 및 제품 홍보 국내외 마케팅

    IP 및 특허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국내외 시험인증
    유망상품 홍보 (공동 카달로그 제작 홍보)

    해외 수출상담회 및 개별바이어 상담   
    유망상품 공동관 구성운영   
    개별전시회 참가
    경제협력권산업 기술개발 참여업체, 동·이종 업체간
    연계 협력 

    IP 및 특허 분석 지원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국내외 시험인증 지원
    유망상품 홍보 (공동 카달로그 제작 홍보)

    해외 수출상담회 및 개별바이어 상담 지원   
    유망상품 공동관 구성운영 지원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경제협력권산업 (비즈니스협력형-네오마루 과제)

경제협력권산업 (비즈니스협력형-레이트론 과제)

사업목적

사업기간 : 2015. 5 ~ 2016. 4 (12개월) 

㈜네오마루를 포함한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 업 비 : 190백만원 (국비)

주관기업 : 참여기관 : 

※ 총 사업기간 : 2014. 5. ∼ 2017. 4. (36개월)

사업목적

사업기간 : 2015. 8 ~ 2016. 5 (10개월)

기술개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 업 비 : 70백만원 (국비)

주관기업 : 

참여기관 : 

※ 총 사업기간 : 2015. 8. ∼ 2018. 4. (33개월)

※ 총 사업비 : 210백만원(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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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관계자 초청 국제 컨퍼런스 개최

    ODA 전문가 초청으로 ODA 정책활용 현지시장 진출방향 모색

    ODA정책소개, 마케팅방안, 성공사례 소개 등 

    다양한 국가의 ODA관계자 초청으로 광산업 산학연관 교류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12개월)

사업목적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활용한 광관련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틈새시장 발굴 지원

사 업 비 : 90백만원 (지방비) 

ODA정책활용 광산업제품 해외 진출 지원사업

ODA 관계자 초청 광산업 맞춤형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ODA 관계자(개도국 공무원, 관련 전공자 등) 초청 광산업 우수성 소개

    ODA 관계자 초청 광산업 기술 정책 소개 

ODA전문가 자문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국내 ODA 전문가 위원회 운영을 통한 ODA 사업방향, 세부사업계획 등 기획 및 진출전략 수립

    ODA 관련 네트워크 정보 탐색 및 신규 ODA 사업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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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한국광산업진흥회

LED보급 확대 사업

지자체 LED보급 확산

    대상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본설계 및 구축계획 수립

    지자체 LED보급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및 업무협약

    LED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및 경제성 분석

    주요 건물 및 시설을 대상으로한 LED조명 교체 세부 전략 및 보급 로드맵 제시

    ESCO사업 추진방안 및 민자투자사업 추진방안 제안

민수시장, 지자체, 해외시장등에 LED조명을 보급 확대 하기 위한 LED조명 도입  관련 무상 컨설팅 타당성 분석, 

로드맵 수립 등 LED보급 확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민간 공공시설물 등 보급사업 전용 전기계량기 설치 및 제품 신뢰성 검사

공사 및 공단 LED도입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조명기기 이용실태 및 보급률 조사

    조명기기 보급 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 등 발전 방안 도출

    LED조명 보급 전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LED조명 보급 계획 수립

Korea Associ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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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마케팅·홍보·기술사업화 지원

민수시장 LED보급 활성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보급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보급사업 및 민간분야(빌딩, 병원 등) 확대 추진

      전국 지자체 대상 우수사례 홍보 및 LED조명 도입을 위한 무상컨설팅 지원

    LED조명 시범단지화 조성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LED조명 보급 확대 추진

      영세민 임대아파트 LED조명 교체 지원

      LED조명 시범마을 및 구청별 LED시범단지 조성

      각 산업단지 입주기업 LED공장등 설치

    인도네시아 지자체 LED조명 시범설치 사업

      LED·에너지 융합 해외 시범설치 컨소시엄 지원

      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해외 LED 시범 사업 수행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대·중·소 기업 컨소시엄 구성

    세네갈 독립형 LED가로등 보급사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대·중·소 기업 컨소시엄 구성

      현지 생산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지원

해외 LED 조명 보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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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통계 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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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산업통계 정보 지원

광산업 통계조사 분석 및 정보지원 사업

사업목표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11개월)

최신 국내외 광산업 분야 시장·기술동향 정보 제공을 위한 광산업 통계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지원

사 업 비 : 180백만원 (지방비)

※ 총 사업기간 : 2013. 1. ∼ 2017. 12. (5년간)

광산업 및 광융복합 선도 기술 · 시장동향분석정보 제공

광산업 통계 조사·분석 및 자료 제공

정보자료실 운영지원 [최신 국내외 기술·시장 동향 자료]

    국가별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외 광산업 시장동향

    주요 품목별 선도기술 및 기술시장동향분석정보 보고서

    국내 광산업체 DB 업데이트 관리 및 광산업 통계

    광산업 통계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주 광산업체 통계조사 및 분석

    광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

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산업통계 정보 지원

    보유 현황

      정보자료실 보유자료 총 1,430권

      2008~2015년 현재까지 최신 분야별 구매자료

      · 광   원 : LEDs in Lighting Applications 외 66권

      · 광통신 : Fiber Optics Component Attenuators Global Market Forecast 2015-2020 외 183권

      · 광응용 : Touch Panel Report-Cover Glass for Touch Panel-2015 외 40권

      · 규격서 : GR3173-CORE 외 12권

    정보자료실 운영시간 : 상시 운영

    대여 방법

      본회 보유자료

      · 홈페이지에서 광산업정보 ▶ 협회구입/보유자료 ▶ 정보자료열람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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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산업통계 정보 지원

LED융합산업 허브구축 사업

사업목표

사업기간 : 2015. 8 ~ 2016. 7 (12개월)

국내 LED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기업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부경대, 영남대, 전북대, 제주TP, 중원대,
강원대 공동추진 사업으로 LED융합 분야별 산학연 종합 지원체계 구축

사 업 비 : 150백만원 (국비) 

※ 총 사업기간 : 2012. 8. ∼ 2017. 7. (5년간)

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연계 (한국광산업진흥회 외 9개기관)

기업지원 (한국광기술원 외 8개기관)

LED융합산업 정보제공 (한국광산업진흥회)

    기술, 시장, 특허 동향, 표준화인증 동향, 기업DB, 인력풀, 장비풀, 학회행사, 전시회 동향 정보 공유, 인프라 

    DB 현황 구축 및 장비 개방형 활용(www.korledhub.net)

    허브권, 스포크 기관 권역별 주체와 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 프로그램 및 연석회의 운영, 센터 연구원 

    상호 교류 프로그램 운영

    R&D, 제품, 장비 수요조사 및 로드맵 기획

    시설·장비 지원

    융합기술 혁신 및 기술이전 지원

    LED 융합산업 시장개척 지원

    특허풀 운영 및 활용지원

    고장 분석 및 신뢰성평가 지원

    표준·인증 지원 

    지역전략산업 연계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육성

    LED융합산업 종합정보망(LED 융합 인력·장비 통합 시스템)

    구축을 활용한 기업 지원 및 LED 융합 관련 토탈 정보제공

주관기관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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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산업통계 정보 지원

광기반 공정혁신플랫폼구축 및
사업화지원사업

사업목표

사업기간 : 2015. 7 ~ 2016. 6 (12개월)

광융합·전자부품·센서모듈 등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공정을 수용할 수 있는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신제품 적기 생산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학 공동 추진사업으로 광산업정보 플랫폼 기반구축

사 업 비 : 188백만원 (국비)

※ 총 사업기간 : 2014. 7. ∼ 2019. 6. (5년간)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과 확산 및 사업화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광산업 통계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한국광산업진흥회)

    신공정플랫폼 선행 구축 및 수요자 맞춤형 제조 공정 플랫폼 서비스

      단위공정 플랫폼, 시스템 연동 플랫폼, 통합관제 플랫폼 등 공정혁신 플랫폼 40종 구축

    단위공정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다수의 공정 기술 통합 지원

    고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Pilot Plant 기술 개발 및 전파

    기술 컨설팅/인력양성/시작품 제작지원/국제인증/인력파견/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광산업 DB 관리 및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광산업 정보 고도화 통계시스템

    신뢰성·객관성을 갖춘 ICT기반 및 분야별 품목별 통계 분석

주관기관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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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한국광산업진흥회

2016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

＜2016국제광산업전시회 행사 개요>

목         적 : 미래 광산업 기술분야 중심의 전시회 개최로 광산업 관련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및 국제적인 광산업 도시로서의 위상 확보

일시 / 장소 : 2016. 9. 28 ~ 30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규         모 : 250개업체 400개부스, 20,000명 참관

주최 / 주관 :                                        /

후         원 : 광산업육성지원기관 등 국내외 광관련 기관·단체

특         징

전 시 품 목 : 광통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정밀기기, 광소재, 광학기기, 

                  광정보기기, 광관련 응용제품

2016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유력바이어 200여명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광관련 신기술 및 우수제품과 유공자 정부시상 및 포상

대중소기업협력포럼, 국제마케팅전략세미나 개최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전남 TP 등 

광산업육성지원기관 연계 행사 개최

광산업 육성지원기관 홍보관 구성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OLED, 레이저, 의료기기 등

테마관 및 체험관 구성 

해외 초청 바이어 광산업 클러스터 장비시설 투어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한국광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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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한국광산업진흥회

2016 국제光산업전시회 개최

2016 국제光융합기술컨퍼런스(IOCTC 2016) 개최

    광산업육성지원기관ㆍ각 센터별 신기술 중심의 독립관 및 광산업 체험관·테마관 구성  

    '16년 계획중인 광산업육성지원기관별 10여개 행사(세미나, 컨퍼런스, 기술이전설명회 등)을 전시회 기간 중 연계 개최

    국제光융합기술컨퍼런스(IOCTC 2016) 프로그램 구성 (해외 광산업 전문가 초청)

    해외 초청 유력바이어 대상 광산업클러스터 시설·장비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외 전문가 초청(광의료, 레이저, OLED, 미래유망광기술 분야) 첨단기술세미나 개최

    실수요자인 업체 중심의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구성

    광산업 시장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광융합기술 주제 선정

국내외 유력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국내외 대중소기업 협력 포럼 개최

    국제광산업전시회의 구매상담을 위해 초청하는 해외 광관련 바이어 및 국내 건설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관련 

   대기업 등  실질적인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수출상담회 개최로 국내 광관련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도모

    대기업의 LED모듈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기업의 신규사업 부분에 협력이 가능한 아이템 발굴 

    대중소기업 공동개발, 부분품 및 완성품 납품 등 연계협력 비지니스 창출

해외 거점지역 진출 마케팅 전략 세미나 개최

    본회 운영 지역별 거점(미주, 남미, 일본, 유럽,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광산업 시장 기술 현황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지원

    6개 권역 9개 해외 마케팅 센터 간담회 개최

    10개 해외 마케팅센터 간담회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거점 시장 진출 가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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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 육성·지원기관 기술이전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미디어아트 LED&OLED 융합 작품 전시 

대기업 유치

광산업 홍보관 테마관 운영

국제관 구성

시민참여 문화 프로그램 운영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광산업 육성·지원 기관별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신기술 이전 관련 정보제공

    광주 미디어 아티스트 연계 LED, OLED융합 미디어 아트 작품

    금호전기, 동부라이텍, LG이노텍, S KT, KT커머스, 한전 KDN 등 참가 

    SK브로드밴드, KT, GE, 오스람, 필립스 등 국내외 대기업 참가 확대 유치

    광산업 육성지원기관 홍보관

    OLED 및 LED 경관조명 테마관

    광산업공동브랜드 홍보관

    경제협력권산업 광전자산업 유망상품 홍보관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 스위스 FISBA, 일본 야마가타현 부립대학 및 JLEDS, JPC 등 국제관 구성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크로마킹, 핸드폰 사진, 목판 인쇄 등 시민참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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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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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지원사업한국광산업진흥회

    근로자 역량관리 
      NCS 기반 평생 경력개발 경로를 활용 근로자의 경력경로 설계 
      NCS 기반 수준별 훈련 프로그램 도입
    기업 지출 비용 감소 
      신입사원 채용시 해당 직무 적임자 채용이 가능 
      NCS기반의 과학적 인사관리 실현으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
    스펙초월 채용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취업을 위한 무분별한 스펙쌓기 해소 
      기업 지출비용 절감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 단축 

NCS 기업활용 컨설팅 활용

NCS 컨설팅 절차

사업목적

사업기간 : 2016. 3 ~ 2016. 11 (9개월)

산업현장에서 NCS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 업 비 : 170백만원 (국비) 

주관기관 : 

※ 총 사업기간 : 2014. 7. ∼ 2019. 6. (60개월)

NCS기업활용 컨설팅사업

NCS란?
National : NCS는 국가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업능력에 관란 표준

Competency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설명서

Standards :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가 유사한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직원 채용 및 훈련, 승진,

                전보기준 등으로 적용하고 활용가능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기업요구사항 분석

유형별 컨설팅 진행

사내 수행 직무 분석

현장적용 및 피드백

NCS 맵핑, 추가 직무 분석

   접수 및 문의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전자일학습센터  ( Tel. 062-605-9611   E-mail. hrd@kapid.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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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지원사업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목적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11개월)

광산업체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미취업자 광관련 교육제공 및 취업연계

사 업 비 : (미정)

주관기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광산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모집 

    광기초, 응용, 실무 등 광산업고도화인력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광산업체 맞춤형 인력제공 및 취업 매칭

      기업체 현장연수 추진 : 참여기업 연수비용 지원

      교육생 취업 연계 매칭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광산업고도화인력양성과정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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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애로·건의사항 해결 지원 서비스 및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애로·건의사항 해결지원 서비스 및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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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애로·건의사항 해결 지원 서비스 및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제도건의, 지원사업 발굴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지원

서울·경인지역 광산업체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 서비스 강화로 다양한 정보자료 선제적 제공은 물론, 

서울·경인지역 광관련 기업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불편해소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한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

ONE-STOP 서비스

서울·경인지역사무소 운영

광산업 애로해결 원스톱서비스 지원

서울·경인지역 사무소 개요

광산업 애로해결 원스톱서비스 지원확대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주요사례

현장 중심 지원 서비스 강화

    상담분야 : 제품인증, 기술/특허, 마케팅 등 기업경영 관련 전 분야
    이용신청 : 홈페이지(www.kapid.org)접속 후 애로해결원스톱서비스 신청
    지원절차 : 애로해결 원스톱서비스 접수 → 담당자 애로해결 밀착 지원
    ※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상담지원 추진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內 시흥비지니스 센터 10층
    역  할 : 서울경인지역 광산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사업 안내등
    연락처 : 031) 8041-1770

    애로해결 원스톱서비스 이용확대 (13년 13건 → 14년 11건 → 15년 30건)
    원스톱서비스 처리 기간 단축, 실질적 애로해결 등 질적 서비스 향상 
    원스톱서비스 지원결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피드백 시스템 구축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신청(수출확인) 간소화
    LED조명 인증관련 사후관리 개선
    광케이블 첨단기술·제품 범위 포함 개정 고시

    서울경인지역 광산업체 직접 방문을 통한 본회 추진사업 및 정보자료 제공
    광산업체와의 “만남의 장”활성화를 통한 현장 밀착 지원
    애로해결 상담 및 현장클리닉 One-Stop 지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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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애로·건의사항 해결 지원 서비스 및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관련 인증 제도, 통관, 표준산업분류 등 규제 개선 사항 대정부(지자체) 정책 건의를 확대 함으로서 

정책적인 제도 개선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

대정부 정책건의 제도 개선 주요 사례

    광주시 수출확인절차 제도개선 조례 제정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KC(전기안전인증) '수출확인' 절차를 일괄 면제토록 제도 개선 

    LED 모듈 관련 HS코드 품목분류 조정 관세율 인하 제도 개선

      관세율 조정 : 기존 8%→0% LED산업계 애로 해소

    첨단업종 지정을 위한 첨단기술·제품 범위 개정요청

      첨단기술·범위개정 : 광섬유케이블제조기술 관련 첨단기술제품 범위 포함

행정규제제도 발굴·정책 건의 확대

    불필요한 규제 사항 등 경영 전반 정책적인 제도 개선 건의 

    이용신청

      홈페이지(www.kapid.org) 신청 및 권역별 간담회 활용접수

      유선 및 방문 접수(전담부서 상담)

    지원절차 

      정책건의사항 접수(온라인, 유선, 방문등) → KAPID 전담 부서(장) 협의 → 중앙정부 전담기관(부서), 관련기관 

      제도개선 방안 밀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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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 애로해결 원스톱 서비스광산업 애로해결 원스톱 서비스
이용안내

기업경영에 있어 정책제도 개선사항, 인증, 인력수급 등 광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서비스명

상담분야

이용 절차

광산업 애로해결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제품인증분야, 기술/특허분야, 마케팅분야 등

광산업 애로해결 SOS지원단 이란?

홈페이지    http://www.kapid.org - 애로해결원스톱서비스

전      화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062-605-9611)

방      문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한국광산업진흥회 사무국

민원접수    온라인(본회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한 애로 접수  ※ 민원 접수, 처리, 완료 상황을 홈페이지 실시간 공지

상      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광산업 애로해결 SOS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전화 또는 홈페이지 답변)

현장클리닉    광산업 애로해결 SOS지원단의 종합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 해결

광산업 분야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본회에 등록된 광산업 분야 기술전문가(1,118여명)와 본회 
MOU 체결이 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본회 분야별 전문 상담인력

분   야

제품 인증

세무/회계

마  케  팅

법무/규제

기술/특허

기       타

세 부 상 담 내 용

공동브랜드(LUXKO), KS, 고효율 기자재, 해외 규격, 인증절차정보 등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및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국내외 판로개척 활동, 세계일류화 상품지원, 마케팅전략수립, 수출입정보, 관세법, FTA 활용 등

제도개선사항, 법률자문 등

기술사업화,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인력수급 등 경영 애로사항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   화 (☎ 062-605-9611)

방   문 (전담부서 상담)

광산업 애로해결 SOS지원단

01

02

03

애로
민원신청

상담 및
현장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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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 전년도 법인결산 결과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연회비 면제 및 경감 기준

   입회비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광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광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

한국光산업진흥회 회원사 가입안내

◆ 회원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 담당 정책기획부  062) 605-9612    eypark@kapid.org

회 비

연회비
(만원)

200 600100 350 3,40080 280 1,200140 420

매출액
(억원)

50~70미만 500~1,000미만10~20미만 100~200미만 3,000이상~10미만 70~100미만 1,000~3,000미만20~50미만 200~500미만

가입대상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부과기준 (만원) : 대기업 200, 중기업 100, 소기업 50
         입회비의 납부는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 시 본회에서 납입계좌를 안내하며,  입회비는 회원사 가입시
         1회만 납부

1. 기본원칙 : 총매출액 기준
2. 연회비 면제 : 광산업체를 신규로 창업한 회원사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창업 당해년도에 한해서 면제 
3. 연회비 경감
     연회비를 연납(일시납)할 경우 연회비 10% 감면 
     광산업과 타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회원사
    ·전체 매출액으로 연회비를 산정한 후 광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경감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 감면
     광산업체로서 총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원사 중 다수의 사업자 단체에 중복하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사  
       → 1~3개 협회 가입회원 : 40% 범위내 경감
       → 4개 이상 협회 가입회원 : 50% 범위내 경감
     광매출액 비율과 타 협회 중복가입에 따른 경감 등 이중경감은 적용 배제
     상기 기준에 의하여 경감시, 최소 연회비 기준 이하 경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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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표자회원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최용원

나성주

손종기

장정옥

강수진

김궁철

박미경

남정훈

박민호

전재석

권오현

이경재

이의형

이정문

장태성

김규식

허규현

이현자

선은규

이   효
이형각
김호군

임채환

이동화

조성수

박범호

조정필

김경미

황정배

이호종

조성희

박영기

최승자

최동춘

김진욱

윤재순

성철민

김순금

이재성

손순종

강태석

홍환영

www.linkoptics.com

-

www.msmedi.com

www.mselect.co.kr

www.momedsolution.com

www.miracleits.com

-

-

-

www.tiffanyglass.co.kr

www.samsung.com
www.samjin.co.kr

www.greenuri.co.kr

-

-

www.skanc.co.kr

www.suniltelecom.com

www.sgit.kr

www.sscns.net

 -

www.semiled.co.kr

www.seoitv.com

www.celmon.com

www.soltech.co.kr

www.soosung21.com

www.sooyangchem.com

www.smot.co.kr

www.starluce.com

www.Spectro.com

snetworks.co.kr

www.cyt.co.kr

www.signtelecom.com

www.semi-lighting.com

www.sourcetek.co.kr

-

www.3hgoods.com

www.cslight.kr

www.씨에스에너지.com

www.ctnetworks.co.kr

www.ctlinc.co.kr

-

www.astroled.co.kr

㈜링크옵틱스

㈜링크플러스

㈜명신메디칼

㈜명신전자

㈜모메드솔루션

㈜미라클산업

미성라이팅&디자인

㈜미주코리아

㈜베스트이앤씨

㈜삼성유리공업㈜

삼성전자㈜

㈜삼진엘앤디

㈜삼환전기산업

서광샐빛㈜

선광에이앤씨㈜

선일텔레콤㈜

㈜성광

㈜성산씨엔에스

㈜성우전력엘이디

㈜세미엘이디

㈜세오

㈜셀먼

㈜솔텍

㈜수성전자

㈜수양켐텍

㈜스마트옵텍

㈜스타넷

㈜스펙트로

신한네트웍스㈜

싸이버테크㈜

㈜싸인텔레콤

㈜쎄미라이팅

㈜쏘스텍

㈜쏠라시도

㈜쓰리에이치굿스

㈜씨앤에스라이트

씨에스에너지㈜

㈜씨티네트웍스

㈜씨티엘

아두봇

㈜아스트로

062-971-5664

062-384-7590

062-971-8056

031-467-3698

062-226-4282

02-2643-7033

02-3478-7530

062-602-7802

031-982-3699

054-331-1919

031-200-1114

031-379-2000

031-977-0077

031-366-0211

031-744-7440

062-573-0600

062-576-6201

062-676-9961

062-234-5100

063-212-6900

061-334-3115
062-972-8060

062-267-0100

02-701-8100
02-718-8008

062-943-9948

02-2103-2477

02-495-3337
070-4673-3622

031-987-3402

062-971-8674

062-949-7150
070-4658-7310

062-676-2100

02-3439-0033

031-769-0280

062-973-8220

062-971-0028

070-8800-0154

02-2638-8222

062-432-6960

041-742-0609~10

031-494-8370
031-205-0450

062-972-9083

062-951-83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가드라인㈜

고려오트론㈜

㈜골드텔

㈜국민통신

글로벌광통신㈜

금산전력㈜

㈜금영엘이디

금호전기㈜

기린정밀공업㈜

㈜나눔테크

나래전기조명㈜

㈜나로텍

남양조명공업㈜

㈜네브레이코리아

네오마루㈜

㈜네오트랜드

㈜네온포토닉스

㈜네이쳐

㈜노티스

㈜뉴그린코리아

다경ENG

㈜다바

㈜대룡

대일이엔씨기술㈜

대한광통신㈜

대호전기㈜

더좋은생활㈜

도가테크

㈜도시환경이엔지

㈜도일전력

동부라이텍㈜

동하피엔씨㈜

㈜두영티앤에스

㈜드림씨엔지

㈜디에스아이

㈜디오어소시에이츠

㈜래디언트솔루션

㈜레이원

롬태크㈜

㈜리뉴캔

㈜링스텔레콤

-

www.koreaoptron.co.kr

www.n-goldtel.co.kr

-

www.glights.com

www.gselectricity.com

www.kumyoungled.com

www.khe.co.kr

www.lumisia.com

www.Namnoomtech.co.kr

-

www.narotekinc.com

www.nyl.kr

www.navraykorea.com

www.neomaru.co.kr

-

www.neonphotonics.com

 -

www.noticekorea.com

www.led-green.co.kr

 -

www.dava.co.kr

www.daeryong.kr

www.dienc.co.kr

www.optomagic.co.kr

www.dhet.co.kr

www.lovetgl.com

www.doga-tech.com

-

-

www.dongbulightec.com

www.donghapnc.co.kr

www.dooyoungtns.co.kr

-

-

-

www.radiantsolution.co.kr

 

www.rfledlighting.com

www.renewcan.co.kr

www.linxtelecom.co.kr

연번 대표자회원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최광준

정휘영

이재수

윤풍식

박인철

송병우

김병준

박명구

장원영

최무진

조미희

현상우

이옥범

한상권

윤진식

강태선

강창현

박시행

조성칠

배문자

송현주

이홍재

전미정

정해종

김영관

김성주
김영근
유승만

백선영

공종현

김자심

이재형

송승용

조정기

송창금

고정명

임동영

김지형

황현철

임병재

소병문

천재욱

02-1600-4347

062-973-7771

062-607-0100

062-602-5656

062-973-6114

062-603-4140

02-797-9931

02-707-4000
031-379-4700

031-332-6756

062-955-8588

062-972-0035
061-533-8484

031-298-9931

(본사)062-515-3320
(공장)062-224-3333

031-278-3663

070-7705-8989

062-382-7434

062-974-0019
070-7729-1101

061-392-7320

031-384-1094

062-941-4646

062-363-1380

042-489-0094~5

070-7866-2800

02-2025-7555

031-489-5114

062-528-6161

031-444-5973

063-835-1982

062-971-3072

070-8798-1810

032-670-3000

042-939-4715

043-881-3457

062-416-0513

062-974-2706

062-514-9652

02-2065-0726

062-973-9713

070-7490-2100

063-831-6670

063-850-7560
031-446-9110

한국光산업진흥회 회원사 현황 

정 회 원
2015년 12월 현재 19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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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아토텍

㈜안솔테크

㈜알토(알텍테크놀로지)

㈜에너지와공조

㈜에스지정보기술

에스팩㈜

㈜에어텍시스템

에이스텍

㈜에이엘테크

㈜에이지광학

에이치비엘광통신

㈜에이치에스에너지

에이치케이테크㈜

㈜에이팩

㈜에코너지

㈜에프비지코리아

에프엔엔㈜

㈜엑스포앤유

㈜엔테크코리아

㈜엔티시

㈜엘디스

㈜엘디포유

㈜엘엠에스

엘지이노텍㈜

㈜엠알티

엠투테크㈜

엠피닉스㈜

㈜연호전자

㈜오디텍

㈜오맥스

오아이씨

㈜오이솔루션

㈜올릭스

㈜옵텔라

㈜옵토네스트

㈜옵토닉스

㈜옵토마린

㈜옵토원

옵토이엔지㈜

옵토파워㈜

㈜옵트론-텍

㈜우리로

㈜우리시스템

㈜웨스텍아이엔티

㈜웨이브시스컴

㈜위지아이

㈜윕스

㈜이노셈코리아

이디에스㈜

㈜이상테크

이솔정보통신㈜

㈜이스트포토닉스

㈜이어존

㈜이엘티

㈜인엘씨테크놀로지

일신테크㈜

㈜정신전자

박성수 
전상배

서영민

허승효

박재동

유영주

김진홍

최종기

정은오

이원희

이수경

김신현

박기종

오승근

송규섭

서광남

이금석

주양진

문옥견

나건호

류민웅

조호성

조갑환

김일호

박종석

선기주

정동호

강상도

최연학

박병근

김기영

장국기
박용관
추안구

안종욱

이상수

정창윤

이영우

박윤호

곽경호

정용민

김영수

임지윤

박세철

주유열

김재옥

이장선

최중영

이형칠

최운용

김완섭

김선주

강병균

석호준

이강석

양희원

서성우

권혁운

이규설

031-8047-0258

032-572-2135
02-512-7779
02-2176-1772
062-513-7000
070-7728-7798
062-972-8630

062-570-1541

042-364-8132

031-246-9977
031-310-8891
031-310-8843

053-588-8901

062-956-0765
070-7683-3250
062-962-7747
02-3478-7530
041-631-6791

062-954-1280
042-864-0815

062-973-0815~6

062-523-9803
062-971-5430
042-933-5438

062-973-4401

02-783-7979
062-385-3690

070-4334-8981~2

062-972-1241

062-602-7891

070-4229-1368

070-4488-4130
02-3777-0100
062-950-0101
031-937-1114

062-674-9916
062-971-1293
062-955-2622

062-973-9520
02-3453-0871
062-952-0772
062-449-0772

063-263-7626
063-214-2112
032-682-8811
02-3141-5055

02-703-5000

062-960-5252

063-214-8517

062-970-6860

062-971-3955

062-973-1260

062-602-7906~8

062-972-9880~2

062-974-1410

062-975-7205

031-8038-4731

062-602-8100

031-497-4871

02-364-7278

062-972-4531

062-373-2327

02-726-1100
02-2029-8114
062-521-8030

062-954-8881

062-942-0170
02-548-5172
032-715-5700

042-933-2346

02-811-3500

062-412-2381
062-605-9797
042-721-0721

042-671-5600

061-393-3031

-

-

www.altek.co.kr

www.enac.co.kr

-

www.s-fac.co.kr

www.airtecsys.com

www.sleeve.co.kr

www.al-tech.co.kr

www.agoptics.co.kr

www.hbline.co.kr

-

www.hktech21.com

www.apack.net

-

www.fbg.co.kr

www.efnn.co.kr

www.ledexpo.com

www.ntechkorea.co.kr

www.ntsee.co.kr

www.eldisinc.com

 -

www.lmscorp.kr

www.lginnotek.com

www.mrt.co.kr

www.m2tech.co.kr

www.mpnics.com

www.yeonho.com

www.od-tech.com

www.omax.co.kr

www.oic.co.kr

www.oesolution.com

www.ledst.co.kr

www.optella-inc.com

www.optonest.com

www.optonics.biz

www.optomarine.com

www.optowon.com

www.optoeng.co.kr

www.optopower.kr

www.optrontec.co.kr

www.wooriro.com

www.wooleesystem.com

-

www.wavesyscom.com

www.wegi.co.kr

www.wipscorp.com

www.innocem.co.kr

www.ecodreamsystem.com

www.lstech.kr

www.esolgroup.co.kr

www.eastphotonics.com

www.earzone.co.kr

www.eltkorea.co.kr

www.inlct.com

www.ilsintech.com

www.nions.co.kr

정원시스템㈜

㈜제씨콤

제이에스콜벤

㈜제이피케이코리아

제일정보통신

㈜지앤씨

㈜지에스엠코리아

지에스티

지엔에스티㈜

㈜지오메디칼

㈜지오티

지투비(G2B)컨설팅

진흥패턴

㈜천년의 빛 림스

컴박스테크놀러지

케이엘텍㈜

㈜케이원제이

케이이씨코리아

㈜켐옵틱스

㈜코셋

㈜큐싸인엘이디

큐케이엘씨㈜

㈜크리에이티브하우스

㈜탑피에스에스

㈜태종

㈜테크엔

통일방폭전기㈜

㈜파이넥스

㈜파이버프로

㈜파이버피아

㈜파인솔루션

팜파스㈜

포미㈜

㈜포스텍

㈜포스포

㈜포에프

㈜포토닉스트레이드그룹

폰시스템㈜

㈜프로맥엘이디

㈜프리모

㈜프리시젼옵텍스

㈜피에조테크놀리지

피큐브㈜

㈜피피아이

㈜하나룩스

㈜하이솔루션

㈜하이코리아

㈜한경아이티에스

㈜한동테크

㈜한영이엔지

㈜한일조명기술

현대이엔티㈜

㈜휘라포토닉스

안진웅

이재철

전주오

박종민

박성규

윤양운

신중원

김성식

오형종

박화성

박인환

김경진

곽구희

임언희

김철곤

박경일

김범재

신광희

이형종

오치형

이용학

이기훈

신승택

길풍기

정종선

이영섭

전승록

고천주

고연완

최영복

정진환

진용출

허상휴

이수영
박승혁
윤호신

이문호

공대원

최현범

정선태

윤성훈

한상현

윤성일

박인철

김진봉

윤정주

홍호연

박재동

김보현

양인희

김윤섭

김정아

노정규

이순노

062-385-2020
031-932-4632
055-383-7991

001-58-412-302-1030

02-761-8745

062-522-2201

062-971-7114

062-602-7881

062-385-0583

070-7719-6470

062-973-0740

062-433-6000

02-6111-7300

063-453-8300

031-251-1135

031-205-5577
062-971-0000

062-971-5199/5399

062-973-6770

070-8688-8031

042-344-0001

062-975-8800

062-522-5503

02-795-0974

062-234-0777

062-971-5721
062-956-3030
062-973-3052

053-593-5678

031-767-6675

070-8852-3420
042-360-0011
062-973-4792

042-867-6800

051-517-7445

062-971-5766
062-971-2237
062-973-9775

031-318-9350

062-973-9061

062-973-1119

062-236-2050

070-4821-3894

062-974-1300

062-523-2011

062-973-3601

02-3421-0370
062-602-7644
062-602-7645

062-972-0116

062-371-7835

062-972-2051

062-513-8000

062-527-1331
062-511-5585
062-511-5579

062-953-0828

02-6925-2002

062-972-4491

062-600-0000

www.jw-sys.co.kr

www.jccomn.com

-

www.jpkkorea.com

-

-

www.gsm-kr.com

-

-

www.geo21eye.com

www.giot.co.kr

www.gtwob.co.kr

www.jh-p.com

-

www.commbox.co.kr

www.led가로등기구.kr

-

-

www.chemoptics.co.kr

www.coset.com

www.qsignled.com

-

-

-

-

www.techen.co.kr

www.tongilbpe.com

www.finext.co.kr

www.fiberpro.com

www.fiberpia.co.kr

-

www.ipampas.co.kr

www.photonics-mediate.co.kr

www.fostec.co.kr

www.force4.co.kr

www.poef.co.kr

www.yourptg.org

www.fonsystem.co.kr

-

www.primo1.co.kr

www.Optechs.com

www.piezo-tech.com

p-cube.kr

www.ppitek.com

www.하나룩스.kr

www.hysolution. Co.kr

www.hikorea.biz

www.itshan.co.kr

-

www.hanyoungpne.com

-

-

www.fi-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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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현황한국광산업진흥회

이명호

최성규

성백명

조성익

김용원

이철규

한기수

양경완

김광백

이순형

박종식

송재열

서형우

최종섭

황동경

이장원

손을재

최병술

최기혁

박귀순

곽노권

신현국

031-735-2745

031-781-5861

031-740-9774

031-477-0975

031-213-9200

031-8008-0600

055-251-1590

062-973-8778

062-956-8560

062-383-0114

062-973-1333

062-511-5111

062-971-7551

062-973-3077

02-3281-4890
02-352-4063
02-352-4071

031-231-3144
061-473-7397
062-515-0660
062-611-5962

062-973-5770
02-446-6691

042-861-6500
032-580-1698
032-571-9100

031-737-8033
062-973-8494

www.ledave.co.kr

www.cosmoin.com

www.flowtech.co.kr

www.futurelight.co.kr

www.lumimicro.com

www.nlttech.com

www.cwhightech.co.kr

www.nanopack.com

-

www.sunkang.re.kr

-

-

-

www.choice-lightech.co.kr

-

www.starlvs.com

www.im-electronics.com

www.mirodesign.co.kr

www.seoul-marine.com

www.phoco.com

www.hanmisemi.com

www.opticis.com

(주)엘이디에비뉴

(주)코스모인

(주)플로우테크

퓨쳐라이트(주)

루미마이크로㈜

엔엘티테크㈜

(주)창원하이텍

(주)나노팩

(주)남영전구

(주)선강엔지니어링

(주)씨엘에프하이텍

알파

지론

초이스라이텍㈜

라이트피아㈜

(주)스타엘브이에스

(주)아이엠

(주)hs파트너스(전 미로)

에스디엔㈜ (구.서울마린㈜)

(주)포코

한미반도체(주)

옵티시스(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6

연번 대표자회원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17

18

19

20

21

22

김희중

이종주

박성진

양계모

김덕용

이종진

강신욱

김선종

계용국

채종덕

백윤기

김병조

전자이

김상옥

최정윤

방한빈

구영식

윤주일

조장형

문계태

박병기

031-464-3777
02-2029-0700
062-973-0073

063-253-6661

063-214-1185
031-370-8600
031-370-8752

031-740-6800
031-740-6828

052-254-0550

062-954-5435

062-973-9715

062-972-5115
02-588-3323
041-584-8378

070-8677-6730

062-974-1200
02-567-2733
031-350-7400

02-3471-9588

070-7615-7007

062-223-3972

070-7531-8700

02-2624-0080

062-973-7456

031-424-1558

-

www.corecross.com

WWW.reputer.co.kr

www.optowell.com

www.kmw.co.kr

www.kolen.com

www.smart-ele.co.kr

-

cafe.daum.net/luxnova/

www.new-pia.co.kr

www.bnsmedia.co.kr

www.loje.co.kr

www.luxcom.co.kr

www.yuyang.co.kr

www.udidea.com

www.dw-display.com

-

-

www.loheat-led.com

www.nsc.re.kr

www.phos24.co.kr

네트워크케이블(주)

(주)코아크로스

(주)리퓨터

(주)옵토웰

(주)케이엠더블유

(주)코렌

스마트전자(주)

에이스몰텍

(주)룩스노바

(주)뉴피아

(주)비앤에스미디어

(주)광텔레콤

(주)럭스콤

(주)유양디앤유
(주)유디아이
(주)도시디자인그룹

대우디스플레이㈜

오성기획인쇄

(주)파인코리아코포레이션

쎄딕㈜

나노솔루션㈜

㈜포스라이팅

23

24

25

26

27

28

29

30

연번 대표자회원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31

32

33

34

36

35

37

38

39

40

41

42

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연번 대표자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정윤철

홍순국

김상열

오성동

이정희

박원희

이영락

박기환

정종욱

배정찬

장상근

박청원

박동욱

윤   철

02-3452-6560

042-868-7448

062-350-5800

062-611-5990

02-3290-4712

02-3481-8931~4

062-970-3420

062-715-3074

062-570-1304 / 1316

062-602-7114

062-611-5000

062-975-7000

062-605-9100

070-8895-7907

(사)한국광학회

(사)한국레이저가공학회

광주상공회의소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사)한국광전자학회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소

한국폴리텍V대학 산학협력단

(재)광주테크노파크

(재)광주디자인센터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연번 대표자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이종호

김영선

윤병한

양채열

전대수

하영구

김상준

이완수

마리아 스코

김진혁

송문규

이진렬

양승학

062-6006-424

062-970-6915

062-576-9314

062-385-6886

070-7765-8063

02-3705-5050

062-449-5525

02-446-6867

02-795-4187(318)

062-530-1709

063-850-5386

062-230-7807

062-940-57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관세법인 광장

하상특허정보

전국은행연합회

㈜김상준전략연구소

(복)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

전남대학교 링크사업단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

조선대학교 산업융합특성화 인력양성사업단

호남대학교 링크사업단

특별회원

준 회 원

2015년 12월 현재 27개사

2015년 12월 현재 4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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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IC

광주과학기술원

엠코테크놀러지

삼성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공원

양산교

광산업    집적화단지

500-779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월출동)
TEL : 062-605-9613    FAX : 062-605-9650
E-mail : kapid@kipad.org    Website : www.kapid.org

국제     융합기술컨퍼런스



주최 주관 후원

2016 국제광산업전시회 사무국문의

수금▶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16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