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様

日本語⇒韓国語へお願いします。

「ＬＥＤバレイネットワーク」創設への課題と展望
「ＬＥＤ밸리 네트웤」창설의 과제와 전망

1、 創設の背景
1、창설의 배경
・LED 照明の登場で『照明産業構造』が激変
・LED 조명의 등장으로『조명산업구조』가 변화
・物言う「次世代光源産業界が無い」
・대표할 만한「차세대광원산업계가 없다」
・想定外のＬＥＤ光源（照明）の拡大（ＬＥＤ電球等）
・가상외의ＬＥＤ광원（조명）의 확대（ＬＥＤ전구등）
・ＬＥＤ生産地区自治体の「ＬＥＤ産業の構築」の増殖化
・ＬＥＤ생산지구자치체의「ＬＥＤ산업의 구축」및 증식화
・東アジア相互のＬＥＤ流通拡大
・동아시아 국가간 ＬＥＤ교류확대

２、ＬＥＤバレイとは？
２、ＬＥＤ밸리란？
「LED バレイ」とは、ＬＥＤ産業振興地域の広域ブランド化「ＬＥＤバレイ」で、半導体産業で栄え
た地域を「シリコンバレイ」と呼んだことから、その名称に由来して呼ばれている名称。
「ＬＥＤバレイ」は LED 産業地域における「普及/開発の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を創出するもので、
市場ニーズを反映した高度なサービス事業の創造や、技術革新を決起し、地域産業はもとより、東ア
ジアの「ＬＥＤ産業ネットワーク化」を目的としています。
「LED 밸리」란, LED 산업진흥 지역의 광역 브랜드화 「LED 밸리」하자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으로 활성화된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것에서, 착안하여 붙인 명칭.
「LED 밸리」는 LED 산업 지역에 있어서의 「보급/개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시장 요구를 반영한 고도의 서비스 사업의 창조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역 산업은
물론, 동아시아의 「LED 산업 네트워크화」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めざすべき姿
①知的、組織的なＬＥＤ光源（照明）の製品【商品】研究開発ネットワークの完成
地域に於ける先進的技術開発や発明を目指す人材、研究所の情報ネットワーク化による
知的素材の共有化による無駄な情報投資の制御、絶えず世界をリードし、情報発信を継続
できる知的ネットワーク組織。
3, 목표로 해야 할 방향
①지역에 있어서 선진적 기술개발이나 발명을 목표로 하는 인재, 연구소의
지적, 조직적인 LED 광원(조명)의 제품【상품】연구 개발 네트워크 완성
지적 소재의 공유화에 있어서 무용한 정보 투자보다는, 끊임 없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적 네트워크 조직 구축.
② ＬＥＤ光源（照明）の製品【商品】製造企業ネットワークの完備
世界に於ける先進的製造技術工場から地域工場までを巻き込んだ、相互開発、ＯＥＭ促進、
共同生産等、ＬＥＤ光源（照明）生産基地を把握できるネットワーク組織。
②LED 광원(조명)의 제품【상품】제조 기업 네트워크의 완비
세계 에 있어서 선진적 제조 기술 공장에서 지역 공장까지를 연결한, 상호교류 및
OEM 촉진,
공동 생산등 , LED 광원(조명) 생산 기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
③ ＬＥＤ光源（照明）の製品【商品】の東アジア流通ネットワークの完成
東アジア地域（韓国・台湾・中国）からの部品供給を受け、日本国内でアッセンブリー、
メイドインジャパン製品として国内・国外に供給できる流通ネットワーク組織。
③LED 광원(조명)의 제품【상품】의 동아시아 유통 네트워크의 완성
동아시아 지역(한국·대만·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을 받아 일본내에서 어셈블리,Made in Japan 제품으로서 국내·국외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 네트워크 조직
④ 東アジアの電気エネルギー削減に寄与した組織「ＬＥＤバレイネットワーク」
過去の事例を常に「電気エネルギーの削減」思考で捉え、改革、改良、試行し、日本の電気の
省エネルギー化を優先的に考えた行政提言団体。
④동아시아의 전기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LED 밸리네트워크」
과거의 사례로 항상「전기 에너지의 절감」사고를 통한 개혁, 개량의 시행으로
일본의 전기 에너지 절약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온 행정 제언 단체.

韓国ＬＥＤバレイ地域メーカーからの発信
KOREAＬＥＤ밸리 지역 메이커로부터의 발신
半導体次世代光源であるＬＥＤ光源を発信する
반도체 차세대 광원인 LED 광원을 발신한다

「東アジア地区ＬＥＤ産業界の創設」韓国から始まる
「동아시아 지구 LED 산업계의 창설」은 한국으로 부터 시작된다
「東アジアＬＥＤバレイネットワーク」
「동아시아 LED 밸리 네트웤」

SK Japan
SK Japan
日本製で販売 DLEDA
Made in Japan 판매 DLEDA
指定工場 KLEDA
지정공장 DLEDA
協会加盟メ-カ협회가입 메이커
妙高市ＬＥＤＢＡＡＮＫ契約工場でＭＡＤＥ

ＩＮ

묘오코시 LEDBANK 계약 공장에서 MADE

IN

ＪＡＰＡＮ
JAPAN

韓国ＳＫ－ｇｒｏｕｐの子会社であるＳＫＣが部材契約・供給
한국 SKgroup 의 자회사인 SKC 가 부자재 계약·공급
日本全国・東アジアＬＥＤ販売事業者にて販売
일본 전국·동아시아 LED 판매 사업자를 통한 판매
マーク貼付で信頼性
마크 첨부로 신뢰성

普及啓蒙
보급 계몽

◇東アジアガイドラインの整備
◇동아시아 가이드 라인의 정비
◇生産技術広報活動促進【アプリケーション】
◇생산기술 홍보 활동 촉진【어플리케이션】
◇ＬＥＤ光源（照明）拠点整備
◇LED 광원(조명) 거점 정비

開発促進
개발 촉진
◇生産地・消費地ネットワーク促進
◇생산지·소비지 네트웤 촉진
◇新商品発掘/中量生産支援
◇신상품 발굴/대량생산 지원
◇ ＬＥＤ技能講習/ネットマガジン発行開発促進普及啓蒙
◇ LED 기능 강습/넷 매거진 발행, 개발 촉진 보급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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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ＰＥＮ

2011/7/1 ＯＰＥＮ
ＬＥＤ光源（照明）専門店
LED 광원(조명) 전문점
※赤字は活動を開始しているＬＥＤバレイ地区
※붉은글씨는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LED 밸리 지구
■ ＬＥＤバレイネットワークＪＡＰＡＮイメージ
■LED 바레이 네트웤 JAPAN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