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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중구의 도심산업인 조명산업의 촉진을 위해 ‘라이트웨이’ 축제 활용 필요 

중구의 을지로 조명거리에는 다수의 조명 사업체가 포진하여 도심산업으로써 조명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중구에 위치한 사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LED 등 신규 조명기술과 IT, IoT와 같은 다른 기술과의 

융합에도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구의 조명산업은 

타 도시 및 외국 조명업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중구의 조명분야의 종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구는 ‘라이트웨이’라는 조명축제를 통해 중구의 도심산업으로서 조명산업을 홍보하고 ‘by을지로’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디자인과 조명산업의 융합을 중심으로 조명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라이트

웨이 축제는 규모가 크지 않고, 서울시 유사 축제와 타 자치단체의 빛을 활용한 축제 등과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축제의 내용 구성을 변경하여 축제가 조명사업의 홍보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조명산업의 육성 수단으로써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명산업 기술 등을 국외 조명산업 종사자, 

국내 조명업체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명산업 육성의 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 

특히 관광과 전시산업이 융합된 MICE산업의 활성화는 중구의 도심산업인 라이트웨이 축제가 건축박람회, 

조명박람회 등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전시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조명축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축제 추진체계의 개선은 중구의 산업육성에 주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축제 활성화 및 조명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노력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가 프랑스 리옹시, 호주 시드니 등에서도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해운대 빛 축제를 개최하는 등 중구 라이트웨이와 유사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각각의 축제

들은 주제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 구성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프랑스 리옹시의 빛 축제는 전통적으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착안하여 리옹시의 도시재생 등의 추진과 접목

시켜 축제를 발전시켰으며 종교행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마련하여 축제의 특색을 확보하였다. 한편 

호주 시드니의 빛 축제인 비비드 축제는 도시의 랜드마크와 조명기술을 접목하여 시드니의 도시산업인 관광

산업이 위축되는 겨울에 빛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산업 위축을 방지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시드니 축제는 도시 전체를 조명기술을 이용한 빛으로 꾸미고, 음악, 예술 등과 접목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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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인 부산 해운대 빛 축제는 부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는 종교계와 상인,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축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운대 모래사장을 활용한 빛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빛 축제의 중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의 주요한 시사점은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색 있는 축제 구성을 위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축제의 핵심 콘텐츠 개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축제의 스토리텔링 마련, 마지막으로 축제를 위한 행사주체와 지역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부천시는 조명산업 육성을 위해 개별 축제보다도 조명산업 기술 육성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고, 연구기관을 통해 지역의 산업기술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

한 부천시의 이미지 구축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 축제와 결합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시너지를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구 또한 지역산업으로써 조명축제를 육성하려면, 축제 외에도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 지원, 산업체 종사자 재교육,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과 조명산업

의 협업구조 마련 외에도 건축,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위한 촉진자로써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라이트웨이 축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성화, 산업연계 등 개선방안 

라이트웨이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인지도 제고, 조명상가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서울시 내 유관 

축제와 연계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들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제안하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축제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 라이트웨이 축제 인지도를 제고해야 하며, 을지로 조명상가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중구에 위치한 숭례문, 한국은행 본관 등 랜드마크를 활용

하여 조명 콘텐츠를 개발하고 조명 콘텐츠의 개발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축제 개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과 축제의 연계를 위해 자체 브랜드인 ‘by을지로’를 이용한 대중성 높은 축제 기념상품울 

개발하고, 기존 박람회, 전시회 등과 라이트웨이 축제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박람회에 조명장치 등을 설치할 때 자체브랜드와 중구 조명상가가 

참여하여 중구의 조명산업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축제 차별성 확보를 위해 중구 랜드마크의 조명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대시키고, 

조명상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 개발이 바람직하다. 해운대 빛 축제의 ‘해운대 

은하수’, 시드니 비비드 축제의 ‘비비드 라이트’처럼 중구 라이트웨이의 핵심 콘텐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산업과 축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을지로 자체브랜드의 loT 등 신기술과의 융합 상품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기의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서 중구청은 단기적으로 서울시 내 유관 축제들과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하여 

라이트웨이 축제의 인지도를 개선시켜야 하며, 타 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MOU를 추진해 산학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구 주요 민간, 정부 랜드마크 건물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축제기간 중 

조명 콘텐츠의 개발 및 확대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비 및 시비 공모사업과 라이트웨이 축제를 

연계하여 축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중․장기 적으로는 조명상가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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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또는 설립이 필요하며, 조명작품 등 전시 판매 시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도록 역량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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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조명 분야는 전체 전략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절감력이 큰 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강정모 외, 2019) 조명기구 내수시장은 약 4.6조 원으로 추정(2012년 기

준)되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산업임(산업연구원, 2014)

‐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디자

인 지향’적인 산업 특성을 지니며, 소비자 맞춤의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품종 

수량 생산’의 특성을 지님

‐ 조명산업 수요 시장은 가정용, 특판용, 공공조달시장으로 구분되며, 각 시장별로 요구

되는 제품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조명산업 종사 업체들은 대부분 하나의 시장

에 특화된 제품을 판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우선 구매 제도에 따라 조달시장에서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대

부분 조달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과잉과 업체별 매출이 크지 않음 

◦ 조명산업은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등장으로 인해 IT등 다른 기술과의 융합과 

고부가가가치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

‐ LED는 빛의 색과 세기의 변환이 가능하여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하며, 특히 전력

소비량이 적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LED 조명 활성화 및 보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LED조명 2060계획’에 따라 LED 조명 보급에 노력

‐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Strategies Unlimited에 따르면 글로벌 LED 조명 보

급률은 2017년 기준 약 18%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전체 조명 시장의 50% 

이상이 LED로 대체될 전망(강정모 외, 2019:7)

‐ 특히 LED 시장의 개척과 함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스마트조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

◦ LED를 통한 조명산업 시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심의 조명산업 구

성 등에 따라 정부의 육성 및 개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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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이 1위인 업체의 매출액이 1천억 원에 불과하며(2013년 기준)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도한 상기 업체를 포함하여 3개에 불과(산업연구원, 2014)

‐ 국내 업체들은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역량 확보, 방열 등의 기술

력 확보, LED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디자인 능력 배양 등의 과제를 지님

자료: 김종술 외(2014)

[그림 1-1] 조명 형태별 시장 전망

구분 과제

유통
외국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 추세와 국내업체의 주요 해외시장 진입 대비 차원의 
대내․외 유통역량 확충이 필요 

기술
조명기기 제조 시 광원에 비해 구동회로 및 방열설계 등에서 비교 우위가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력 향상 필요 

디자인 LED 조명기기의 설계․디자인 능력 배양으로 차별화된 소비자 가치를 창출 

자료: 김종술 외(2014)

[표 1-1] 조명산업 대응 과제

◦ 중구청은 지역의 대표 도심산업인 조명산업의 육성을 위해 ‘라이트웨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소재 조명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

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개선 필요 

‐ 중구의 을지로 일대는 조명산업, 인쇄업 등의 소재하고 있으나 관련 전통업체들의 이

탈, 인적자본 유실 지역 재개발 등으로 전통 산업 들이 소실되고 지역 특색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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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중구는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을지

로 조명상가를 도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명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의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을지로 라이트웨이’를 개최․운영 중

‐ 다만 현재의 라이트웨이는 을지로 소재 조명산업체의 홍보, 문화예술 등 타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 모색 등에 치중되어 1회성인 홍보 축제가 산업육성과 연계되기에는 한계

를 지님 

◦ 지역 전통 산업으로써 중구가 특색을 갖는 조명산업이 지역의 도심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라이트웨이가 조명축제와 함께 산업육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정립이 필요

‐ 현재 조명산업이 당면한 과제 중 어떠한 과제를 라이트웨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지 

축제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며, 축제가 조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연구목적

◦ 조명산업 및 전시산업의 동향을 고려하여 을지로 라이트웨이의 도심산업 연계방안 마련 

‐ 을지로 라이트웨이는 조명산업체의 전시․홍보의 장으로, 최신 전시산업의 동향을 고려

하여 관련 종사자 및 잠재고객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시산업 

동향을 고려한 라이트웨이의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조명산업에 있어서 유통, 기술, 디자인 등의 당면과제의 해결에 라이트웨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라이트웨이와 조명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 라이트웨이가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 지자체별로 다양한 축제 등이 난립되고 중앙정부의 축제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

는 현 시점에서, 라이트웨이가 타 지역 축제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조명산업 육성을 위한 라이트웨이 축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필요기반 및 지원사항 발굴 

‐ 라이트웨이 축제가 조명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중구청의 지원 방

법 및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 

‐ 라이트웨이가 단순한 축제가 아닌 지역 조명산업의 육성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로써 중구청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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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서울시 중구의 ‘라이트웨이’ 축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라이트웨이 축재가 이루어지는 서울시 중구를 대상으로 함 

‐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라이트웨이와 유사한 축제 또는 박람회를 운영하는 국

내 지역 및 국외 지역을 추가적으로 공간적 범위에 포함됨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함. 이는 현재 2019년 라이트웨이 축제가 개최되

지 않아 축제의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가장 최근의 축제 실적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8

년을 대상으로 함 

‐ 다만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2019년 운영 내용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사항 들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조명산업과 라이트웨이 연계) 중구의 특화 사업인 조명산업에 라이트웨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라이트웨이 축제와 조명산업을 연계

‐ 중구의 특화 산업인 조명산업과 도심산업 연계를 위해 라이트웨이를 접목할 수 있는 

전시산업의 동향을 검토하여 현재 축제 형태로 이루어지는 라이트웨이 사업의 연계방

안을 모색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트웨이가 조명산업 육성 및 홍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

하여 현재 추진방식상의 문제점 및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 도출시 활용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라이트웨이 축제와 유사한 축제 중,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

된 경우를 조사하여 라이트웨이의 산업 연계방안 마련 시 벤치마킹

◦ (라이트웨이 축제의 차별화) 지자체마다 다양한 축제가 난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히 자치

구가 인접하고 있어 시민 및 산업 관계자 등 축제의 잠재적 고객에게 중구의 브랜드를 각인

하기 어려워 차별화 필요 

‐ 라이트웨이 축제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차별성 검토 

‐ 국내외 조명산업 축제 등을 검토하여 중구 라이트웨이 축제의 차별성 확보방안 마련 

◦ (라이트웨이 사업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 라이트웨이 축제의 차별성 확보 및 지역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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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항 검토 

‐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 연계 축제를 검토하고 해당 축제와 관련

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검토 

연구목표 차별화된 라이트웨이 축제를 통한 중구 조명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연구내용

라이트웨이 축제의 
산업화 전략

라이트웨이 축제의 
차별화 방안

라이트웨이 축제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

• 조명 및 전시산업 
동향분석

• 축제 지원의 
산업육성 및 홍보 
성과분석

• 축제와 산업의 연계 
방안 도출

• 라이트웨이 축제 
운영현황 및 차별성 
분석

• 유사 산업 연계 축제 
운영 현황 분석

• 타 축제의 지자체 
지원 현황 분석

연구방법 
• 문헌검토
• 사례분석

• 문헌검토
• 사례분석

• 문헌검토
• 사례분석

[그림 1-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3) 연구방법

◦ (문헌 분석) 라이트웨이 축제의 산업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명산업 및 전

시산업 동향 등과 관련된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학술논문,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하여 최근 

산업동향의 파악과 국내 산업체의 애로사항 및 지자체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 

‐ 조명산업 및 전시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기관 보고서 및 학술논문 문헌 

분석 

‐ 벤치마킹 대상 산업 연계 축제를 탐색하고 산업 연계방안 도출을 위한 문헌조사

◦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특정한 한 대상(개인, 프로그램, 기관 또는 사건 등)에 대해 조사 대상

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벤치마킹 사례 발굴에 활용

‐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국내․외 축제의 운영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등을 중

심으로 사례분석 수행

‐ 사례분석을 통해 라이트웨이의 방향성 정립, 차별화 전략 등의 개선방안 발굴과 중구

의 자원 방식 등에 대한 제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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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명산업 및 전시산업 동향

1 ∙ 조명산업 동향

1) 조명산업 개관

◦ 조명기구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및을 굴절, 반사, 흡수, 투과, 산란, 확산 등을 통해 효과적

으로 밝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김종술 외, 2014)

◦ 조명기술은 연료를 통한 직접연소방식에서 필라멘트 직접가열방식, 방전가스 방식, 반도체

방식의 순으로 기술개발 및 발전 

자료: 김종술 외(2014)

[그림 2-1] 조명기구의 발전

◦ 조명기구는 배광, 보호각, 휘도, 효율 등을 주요한 요소로 하며, 조명기구의 특성에 따라 설

치 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설계로 제작되고 디자인을 중요시하여 ‘소량 다

품종 생산’이 이루어짐(이경숙 외, 2014)

◦ 조명기구는 설치되는 장소, 광원, 사용목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며, 분류에 

따라 다양한 조명기구가 존재하며 각 조명기구별로 유구사항이 상이하여 관련 조명기구 생

산 및 개술개발 등에 사업체가 특화되어 있음 

◦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의 LED 조명이 조명 산업에서 부각(주기남, 2017)

‐ LED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반도체로 화합물의 종류를 바꾸어 빛의 색을 조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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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부터 자색까지 모든 색의 표현 가능), 기존 광원에 비해 효율이 높아 전력소모가 적

고 소형 장치 구현이 용이(김종술 외, 2014)

‐ LED는  용도에 따라 신호용, 조명용, 농업용, 의료용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용이 

가능

‐ LED를 대표로 하는 반도체 조명의 사용은 자동차 산업, 정밀 계측 분야, 광융합기기 

등에서도 중요해져 타 산업고의 융합이 활발함(주기남, 2017) 

구분 상세 유형

설치
장소

실내
샹들리에, 실링 라이트(천장등), 브래킷, 풋 라이트, 스탠드, 팬던트 스포트라이트, 
다운라이트, 등

실외 전광판, 광고판, 가로등, 장식용 조명장치, 무대조명장치 등

광원
형광램프 조명기구, 백열전구 조명기구, 할로겐 조명기구, 수은 조명기구, LED 조명
기구 등

특수용도

• 방폭형 조명기구 : 광원을 밀폐시켜 장시간 점등에도 폭발하지 않도록 한 
조명기구로 정유공장, 도료공장 등 가연성 가스 또는 휘발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 방습 조명기구 : 물의 침입에 광원을 보호하기 위해 철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하우징과 가스켓 처리를 한 조명기구로 온천, 욕실 등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사용

• 내식 조명기구 : 내약품성 재료(알루마이트, 합성수지 등)를 이용하여 약품 등으로 
인해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조명기구

• 방진 조명기구 : 기구 내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밀성을 유지한 조명기구로 
제분공장, 지하주차장 등에서 사용

• 내열 조명기구 : 주변 온도가 40도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사용 

[표 2-1] 조명기구의 분류

◦ 조명기구는 타 산업에 비해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이로 인해 

영세 기업들의 진입이 용이한 특성을 지님(이경숙 외, 2014)

‐ 특히 LED제품은 기존 조명 대비 제조공정이 더욱 단순화되어 진입장벽이 보다 완화

되었으나 이로 인해 과당 경쟁 양상을 보여 퇴출되는 기업도 증가 

◦ 조명기구의 핵심기술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상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의 창출과 수요에 

맞는 생산력, 그리고 제작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금형기술(이경숙 외, 2014)  

◦ 조명기구 산업은 전구․램프 및 조명부분품산업 전기장치산업, 합성수지 등 화학산업, 유리제

품 등 비금속광물 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이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수송산업, 

정부 조달과 관련을 맺고 있음(이정숙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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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외경제연구소(2014) 

[그림 2-2] LED 조명 응용분야 

◦ 조명산업은 전통적으로 건설, 건축, 인테리어 업체 등  1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B2B 기반의 

산업 구조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로의 산업 구조 재편이 이루

어지고 있음 

‐ 전통적으로 조명은 건설 현장, 인테리어 프로젝트 등에 의존하여 건설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해당 업체들이 조명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다만 최근 건설업체나 건축업체, 인테리어 관련 산업이 건설업 침체의 여파로 발주량

이 줄어들어 조명산업체의 침체에 대응하여 B2C가 조명산업의 대안으로 부각되었으

며, 그동안 조명산업체의 수요자였던 건축, 인테리어 업체 등은 실질적인 최종소비자

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기반으로 한 조명산업은 점차적으로 최종소

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집중 

‐ B2C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건축업체 보다는 건축주, 그리고 일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양산과 판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판매에서는 소품

종 다량 제작이 주를 이루었다면 B2C에서는 다품종 소량화가 사업방식으로 채택되어 

소규모 업체들의 아이디어 상품 등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용이함 

◦ 특히 조명산업의 B2C강화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LED시장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LED는 용도에 따라 일반조명, 건축조명, 공공조명, 상업조명, 그리고 산업용 특수조명 

등으로 응용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장 개척에 용이함 

‐ 기존 LED는 친환경 이미지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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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에 대한 수요가 많아 B2G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나 최근 특수조명, 일반조명, 

레트로피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B2C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기존의 전통적인 B2B영역은 대기업 등의 LED사업 진출과 해당 대기업의 자회사 등

과의 특화된 소품종의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B2B 일반 조명사업체에서 B2B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자료: 이경숙 외(2014)

[그림 2-3] 조명기구산업 생태계

[그림 2-4] LED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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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조명산업 동향

◦ 조명산업은 세계적으로 백열등 퇴출정책과 환경규제 에너지 고효율의 기조 하에 일반 전등

대신 LED 조명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짐

‐ 조명으로 인한 세계 전력소비량은 2조 1천억 kWh(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CO2가 배출되어(김종술 외, 2014) 친환경 고효율의 LED로의 

급속한 전환 추진

‐ 일본, 미국,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백열전등에 대한 규제와 LED 조명에 

대한 장려 정책이 추진

‐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이후 후속조치 시행으로 백열등의 생산․
수입 및 판매가 전면 금지

구분 조명산업 기조 

미국 탄소배출권 감축을 위한 LED칩/패커지, 조명 완제품 기업 육성정책 지원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절감 정책 본격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LED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자금 및 마케팅 등의 대규모 지원 
실시 

유럽 단계별 원전 폐기 정책의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부문 지원정책 확대 추진 

자료: 송원만(20XX)

[표 2-2] 주요 국가별 조명산업 기조 

◦ LED 장려정책에 힘입어 LED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278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LED조명은 형광등 대비 가격이 비쌌으나 2010년 이후 중국업체들의 LED 칩 시장 

진출로 가격이 내려가 보급이 급격히 확대 

◦ LED 조명은 기존 가로등, 경관등과 같은 건축 및 실외등 중심 시장뿐만 아니라 주거용 실내

조명으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단순한 조명 외에도 LED 패키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

‐ LED조명은 콤팩트 형광등(CFL), 구체적으로는 안정기내정형램프 시장 또한 급격히 잠

식하고 있어 LED를 주축으로 한 조명시장의 재편이 급격히 추진 

◦ 다만 전 세계적으로 조명시장은 필립스, 오스람, GE 등 글로벌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조명산업의 성자에 부응하여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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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조명과 달리 글로벌 기업 또한 부품 전체를 생산하지 않으며, 부품 조립 등을 기

반으로 타 기업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 예를 들면 LED광원(광소자), LED광

원모듈, LED구동제어, 조명콘텐츠, LED배광제어, 조명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 

형성 

자료: 김종술 외(2014)

[그림 2-5] LED 보급 증가 동향

◦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단순 조명시장에서 벗어나 스마트 조명 플랫폼, S/W 및 

콘텐츠 사업 등이 각광

‐ IoT(Internet of Things), ICT, S/W가 연결되는 형태의 조명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향후에는 사물인테넛 기반 조명산업 및 타 분야와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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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조명산업의 변화 

3) 국내 조명산업 동향

◦ 국내 또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조명기구 보다는 LED 조명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은 주로 조달 시장에 의존비중이 높음 

‐ 국내 조명기구 내수 규모는 약 5조 원(2012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기업인 국내 조명산업 업체들의 특성 상 중소기업이 우선 납품권을 갖는 조달시장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이경숙 외, 2014)

‐ 국내 또한 LED 조명의 보급 활성화로 LED의 특성을 이용하고 IT등 다른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디지털 조명, 감성 조명, 융합 조명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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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명숙 외(2014)

[그림 2-7] 국내 조명산업 구조

◦ 유럽산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으며 중국산 제품은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국산 제품에 비해 선호가 높음 

◦ 우리나라의 LED 제조 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은 높으나 국내 내수시장이 조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시장이 불안정하여 가격이 높으며 소규모 중소기업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제품 경제력이 다소 미흡(김종술, 2014)

‐ 국내의 조명업체는 약 1,800여개(2014년 기준)로 경쟁이 과열상태이며, LED 칩, 패

키징, 모듈, 소재, PBC, 광학렌즈, 기구, 회로/SMPS 등 핵심소재부분품 등에 대한 생

산기업 비중이 낮음(송원만, 2014)

‐ 에너지 고효율 정책 추진에 따라 관공서를 중심으로 LED 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으나 조명인증 등과 관련한 잦은 정책변화와 인증비 부담(KS, 고효율 등), 

정부지원 보조금 축소 등은 중소업체가 중심이 된 조명산업에 부정적 영향

‐ 진입장벽이 높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는 LED 광원시장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입지를 확보하였으나, LED 조명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 



조명축제 ‘라이트웨이’의 도심산업 촉진 방안 16

자료: 강정화(2014)

[그림 2-8] LED 분야별 매출액

◦ 우리나라 LED 조명 응용기술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제품의 신뢰성과 국가 브랜드 

인지도 등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노력 경주

◦ 기업마다 특화된 주렴품목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자생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 

필요 

‐ 실외전등 전문 기업, 실매 조명 전문 경관 및 미디어파사드 전문기업, 감성조명 등 특

화된 기업 자생력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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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시산업 동향

1) 전시산업 개관

◦ 전시산업의 대상이 되는 수출 및 거래를 위해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러한 기조 하에 세계 전시장의 수도 증가하고 전시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김봉석 외, 

2013)

‐ 전시회는 국내․외 다양한 상품거래와 정보제공 등 폭넓은 마케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경제 효과를 수반

‐ 수출 진흥 및 연게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시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성을 지녀 선진국 및 중국, 싱가폴 등에서도 국가산업으로 역성

‐ 전시산업은 수출, 관광 등과 연계되어 고용, 경제성장 등에 파급효과를 제공하며 지식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참여 

◦ 전시회는 품목별로는 전문전시회, 종합전시회, 세계 박람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구분 전문전시회 종합전시회 세계박람회

전시 품목 특정산업분야 또는 전문품목 다양한 산업분야 및 종합품목
산업,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전 분야 

전시 기간 3~5일 1~2주 6개월 이내

참가 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개별업체, 정부기관 국가단위

방문객 바이어 바이어 및 일반대중 일반대중

성격 철저한 상거래 목적
자국 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역 

활성화

미래지향적인 전시 주제로 일반 
대중에게 방향 제시 비상업적 

박람회 

[표 2-3] 전시회의 유형 

◦ 전시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전시 주최자(Organizer), 참가업체(Exhibitor), 참관객

(Visitor or Attendee), 전시운영자(Venue), 전시서비스업체(Exhibition Service 

Contractor)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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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내  용

전시주최자 전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진시를 기획, 개최, 결산을 하는 주체

참가업체
소정의 참가비를 지불하거나 흔하지는 않지만 무료로 전시주최자로부터 
전시부스를 임대하여 전시품을 진열하거 직원을 파견하여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주체

참관객
전시기간 중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부스에서 상담을 
하거나 시장정보를 수집하는 주체

전시장운영자
일정규모의 전시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 전시주최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전시장을 대여해주는 주체 

전시서비스업체
전시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전시장치, 전기, 전화, 인터넷, 가스, 수도, 비품 렌탈, 
경비, 청소, 매표, 통역 및 안내원 알선, 전시품 운송, 보관, 호텔 및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표 2-4] 전시회의 구성요소

◦ 전시산업은  다양한 국가 및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과 고객 수요에 맞춤형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전시회 각각의 고유한 디자인의 필요성 증가(김봉석 

외, 2013)

‐ 고객의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시스템 부서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부스별 디자인에 있

어 라운드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

‐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상호작용형 부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경량의 디스플

레이, LED 조명, 비디오 모니터의 기기 사용이 증가 

◦ 최근 전시산업은 전시회 또는 박람회와 기업 주관 보상관광, 그리고 기업 회의 등이 연계된 

‘MICE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관 산업 간 의존성이 매우 강함(경기관광공사, 2017)

‐ MICE산업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 주관 보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를 통칭하는 산업으로 1990년대 후반 싱가

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의 컨벤션 사업을 계기로 등장 

‐ MICE산업은 대규모 장치시설, 호텔, 쇼핑, 인쇄, 통신, 문화, 운송, 광고, 이벤트, 오

락 등의 산업과 연계되어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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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관광공사(2017)

[그림 2-9] MICE산업의 구성요소

◦ MICE산업은 전시산업 외에도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유관 분야들을 동시에 성장시킨다는 

장점을 지니며 민간과 공공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체계의 구성이 산업 육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황희곤, 2018)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그림 2-10] MICE 산업 유관 행위자

◦ 최근 MICE산업은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확산 등 신규 기술 보급, 지속가능성, 고령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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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트렌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

구성요소 내  용

High Tech & High Touch
• High Tech 시대에 High Touch가 균형을 이룰 것
• 기술의 발전에도 사람의 만남과 교류 지속

회의 준비/진행 단계의 혁신
• 기술혁신으로 준비/진행 단계에서 다양한 혁신 창출
•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의견 투표 등의 등장

조직/업무방식 변화 •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국제회의 방식이 변화

가상회의 효율성 검증 필요
• 기술 발달로 가상회의가 증가할 전망
• 초기적 단계로 실질적 효율성은 장기적으로 관찰 필요

최첨단 회의시설 선호
• 첨단 기술은 그 자체로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 첨단 기술이 접목된 회의시설의 주최자의 주목을 받을 것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가상회의 참가자와 직접 참가지들 간 네트워크 필요

참가자의 경험 중요성 증대
• 회의 참가자의 경험/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요
• 참가자들의 동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도 증가

이동성의 증가 • 회의 장소로의 이동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 활발 

외국어 증력 증가 •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능력의 중요성 증대

회의 로봇 등장 • 로봇이 장애인 보조, 정보제공, 회의시설 정비 등 수행

고령화 시대 • 고령의 참가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 중요도 증가

지속가능성 • 주최자들은 개최지 결정 시 지속가능성 중요시 

[표 2-5] MICE 산업 주요 이슈 

2) 국외 전시산업 동향

◦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유럽 및 북미지역의 전시산업이 침체기를 맞았으나 아시아 및 

남미지역은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 전반적인 전시회 개최 수 또한 지속 성장

‐ 세계의 전시장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전시장 증가율이 유럽, 

북미, 중동 및 아프리카에 비해 급증

‐ 아시아 지역 등 전시산업에 대한 공급 증가로 인해 수요 확보를 위한 센터시설 및 전

시복합시설 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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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I가 2016년 56개 국가의 262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시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 테러 발생(IS테러) 등으로 전시산업은 정체기를 겪었으나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어 장기적으로 전시회 개최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경기관광공사, 2017)

‐ 최근 전시규모가 증가하고 복합적인 행사가 급증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초대형 시설을 조성하고 행사 규모에 따라 공간 분할하여 유연하게 대응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그림 2-11] 국제 전시 개최 실적(ICCA 가입 기관 기준)

◦ 전시산업은 최근 MICE 시장의 확대로 인해 초대형 규모의 시설 공급을 통한 MICE 산업의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인지도 증대를 위해 노력 

◦ 과거 전시산업은 회의, 컨벤션, 전시회 등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드웨어가 조성되었으

나, 최근에는 주변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상업, 엔터테인먼트,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 

‐ 행사 참여자들에게 흥미요소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시산업 유치의 차별화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산업들과 파급효과를 유발

◦ 최근 전시산업에 대한 경쟁력 심화로 차별화 전략의 방법으로 이색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제

공하는 ‘Unique Venue(이색 장소)' 활용 증대 

‐ 대규모의 전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 투자 부담이 야기되어 지

역의 차별성 강조, 대규모 리스크 경감에 대한 공급자의 노력과 새로운 경험을 희망하

는 소비자의 수요가 결합하여 역사, 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는 전략 부상 

◦ 전시산업은 관광산업과 비교할 경우 행사 이후 이ㄹ정 수준의 페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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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로 인해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CIC(Convention Industry Council)는 전시 및 컨벤션 장소 선정, 부스의 제질, 제

공되는 음식 전반에 대해 친환경 개념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관

련 가이드라인을 수립 

‐ 네덜란드는 ‘Green Key'라는 친환경인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산업 단체들은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 

• 시드니 켄벤션전시센터, 시드니 엔터테인먼트센터, 럭셔리 호텔, 사업지구, 도심형 주거지구 등을 
공급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급 MICE 복합단기 구축을 통해 주요 행사 유치 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강화 기대 

[표 2-6]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라이브 컨벤션 복합지구 개발사례

3) 국내 전시산업 동향

◦ 국내 전시산업은 20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 육성의지, 업계 노력 등을 통해 급속한 성장,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017년 기준 1위, ICCA기준 세계 13위를 기록하며 상당히 발전

‐ 정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의 제정과 「전시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MICE산업 육

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아시아 전시산업 시장의 급속 성장에 따라 한국의 전시산업 또한 급속히 성자하고 있으며, 

국내 인프라도 활발히 확충, 전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전시회 개최 실적 및 참관객도 증가 

‐ 국내 전시장들의 추가 건립 및 중축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의 

전시면적 확장이 이루어짐. 구체적으로 KINTEX, EXCO, BEXCO. 김대중컨벤션센터 



02 조명산업 및 전시산업 동향 23

등이 확장

‐ 전시산업과 관련한 해외단체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인 전시 네트워크 강화로 해외전시

가관들과의 협력 강화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그림 2-12] 전시 및 회의 개최건수 및 우리나라 순위

◦ 국내 전시회 개최실적은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기준 568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

‐ 전시회 개최 실적은 정체되어 있으나 현재 일정수준의 전시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전시회에 필요한 조명 기구나 조명설치 등의 수요는 일정 수준 이상 

예측 가능성을 확보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8) 국내전시산업 통계조사 결과 재인용

[그림 2-13] 국내 전시회 개최 실적(단위: 건)



조명축제 ‘라이트웨이’의 도심산업 촉진 방안 24

◦ 국내 전시회의 평균 참여업체는 2016년 기준 151개 업체이며, 해외 참여업체 수는 23개 

업체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전시회 개최 실적이 최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전시회 평균 참가업체 수 또한 최근 5년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업체 및 해외업체의 참가실적 또한 이에 따라 일정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8) 국내전시산업 통계조사 결과 재인용

[그림 2-14] 전시회 평균 참가업체 수

◦ 국내 전시회 개최 실적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를 찾는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음. 2012년 전시회 1건당 평균 9,092명이 방문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 기준 1건당 평균 13,858명이 방문 

‐ 전시회 방문객 수 증가는 대부분 국내 방문객의 증가로 달성되고 있으나 해외 방문객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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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8) 국내전시산업 통계조사 결과 재인용

[그림 2-15] 국내 전시회별 평균 방문객 수

◦ 국내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50%이상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음 

‐ 최근 국제회의와 연계된 관광이 관광산업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의 많은 국제회의의 개최는 중구의 라이트웨이 축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특히, 국제회의 개최 시 많은 조명장치 수요가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구의 조명

상가 등이 전시산업과 연계된 판로 확보 또한 향후 중구 소재 사업체들의 수익을 창

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그림 2-16] 우리나라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실적(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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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시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서울, 부

산, 제주의 개최실적이 국내 개최실적의 84.8%를 차지하는 등 지역 편중 심화가 전시산업의 

불균형 초래 

◦ 또한 지역 컨벤션 개최장소가 2010년 7개에서 현재는 12개로 늘어나고 지역 컨벤션센터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지역 간 과열 경쟁이 우려  

◦ 또한 국제적으로 차별화가 전시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다양한 경험 충

족이 중요시되나 우리나라는 지역 관광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류일 연장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

◦ 전시산업 종사자의 많은 비분을 임시직 근로자가 차지(2013년 1,503명→ 2014년 4,603명)

하고 있고 전시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책이 부재하여 전문가 양성 등에 한계 

◦ 전시산업은 리드타임, 임태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길어 상당기간의 투자를 요하나 우리나라

는 업체의 영세성,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 등으로 취약한 수익구조를 지님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그림 2-17] MICE 산업 관련 국내․외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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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구 ‘라이트웨이’ 성과 분석

1 ∙ 라이트웨이 현황

1) 라이트웨이 축제 개요

◦ 중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명축제인 ‘을지로 라이트웨이 축제’는 낙후된 을지로 조

명상가를 홍보하고 도심산업인 조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

◦ 라이트웨이 축제는 2019년 기준, 5일간(’19.10.16 ~ ’19.10.20.) 조명상가가 밀집한 ‘청계

대림상가’, 을지로 3가역, 마른대로 일대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산은 약 1억 4천만 

원 소요

‐ 필요에 따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이용하여 실내전시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을지로 도심산업인 조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명축제를 개최하여 조명산업 홍보 및 마케팅 
효과 달성

개최기간 및 장소 조명상가 밀집지역(청계대림상가, 을지로 3가역 등)에서 약 5일간 개최(10월 경)

축제 구성 내용 조명 전시(예술작가와 협업 등), 조명기구 판매, 세미나, 부대행사(관람객 참여행사 등)

주요 참여자 중구청, 조명업체 관계자, 조명관련 디자이너, 대학생(부대행사 지원 등)

소요 예산 138백만원(’19년도 기준)

[표 3-1] 라이트웨이 행사 주요 개관 

◦ 축제는 크게 조명전시, 조명기구 판매, 부대행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명산업 관련 세미나 

등으로 구성

‐ 전시는 특정 주제를 재해석한 조명작품 제작․전시나 조명 디자이너의 전시품 전시

‐ 조명기구 판매는 을지로 조명업체에서 판매하는 소품 조명 등을 판매하는 형식

‐ 부대행사는 행사 관람객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LED조명 제작, 공연, 등으로 구성 

‐ 세미나는 조명산업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공유 등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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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조명 전시> <디자이너 작품 전시> <관람객 참여 행사>

[그림 3-1] 주요 조명 전시 예시

◦ 라이트웨이 축제는 기획에 조명상가의 상인, 조명산업 관련 조직, 그리고 대학교, 기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중구가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중구청은 행사를 기획하고 중구 상인, 디자이너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를 구성․운영하며 축제 홍보를 담당 

‐ 조명상가 상인은 조명상품 판매, 전시 참여, 관람객 참여 행사(부대행사) 등을 담당 

‐ 조명디자인 관련 협회는 전시품 기획과 디자이너 연계, 대학생은 전시품 출품, 기업체

(신한카드)는 을지로 특화 조명 제품 개발 및 디자이너 연계 지원 등을 담당 

라이트웨이 축제 주요 참여자

중 구 청 조명 상인 그 밖의 참여단체 

• 상인, 디자이너 협의
• 개막행사 
• 부대행사
- 을지로 예술가 지역축제 연계 및 

조명 워크숍 운영
- 각종 시민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시 및 마켓 운영
• 통합홍보(SNS, 보도자료, 각종 

미디어 매체 등)

• 조명상품 협력 개발 및 전시참여
• 할인판매 매장 이벤트 협력 운영
• 마켓구성 및 운영
• 부대행사 참여
• ‘By을지로’ 제품 양산 시스템 구축 

및 판매노력
• 고 퀄리티 조명전시를 통한 을지로 

조명상가의 이미지 개선 노력

•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 조명디자이너 작품 전시 및 

주제전 협조
• 디자인과 대학생 

- 조명작품 디자인 전시 및 
이벤트 지원 

•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팀 

- 전시/체험/행사/공연 등 
부대행사 지원

• 신한카드(주)
- By 을지로 제품개발 

디자이너 연계

[그림 3-2] 라이트웨이 축제 주요 참여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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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트웨이 축제 경과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라이트웨이 축제는 5회 개최되었으며 라이트웨이 축제는 점차적으로 

을지로의 조명산업을 육성 및 홍보하는데 원동력을 제고

‐ 연도별로 참여 작품의 품질이 제고되고 있으며, 관람객 증대, 지역상가의 참여 및 호

응 등이 높음 

◦ 2015년 처음으로 개최된 라이트웨이 축제는 50점의 전시품 전시와 학술 세미나, 부대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을지로 3가~4가역 대로변 및 청계 대림상가 일대에서 진행되어 상인과 함

께 을지로 조명산업 홍보의 기반 구축

‐ 2015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개최하였으며, 을지로 3가~4가역 대로변 및 

청계 대림상가 일대에서 행사 개최, 행사 기간 동안 우천으로 인해 제작물 이동이 필

요했으며, 대로변 작품 설치로 가로등 및 차량 불빛 등으로 인해 작품의 가시성 저해 

‐ 디자이너와 협업한 조명 전시품 등은 포토존이 되어 젊은 층에 호응이 높았으며 조명

상가 등의 조명상품의 할인 판매는 높은 할인 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에게 비싸게 

받아들여졌으며, 할인 판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부대행사 중 관람객과 함께 조명기구를 들고 골목을 탐방하는 ‘을지로 달빛 유람’과 

‘푸드트럭 작은 음악회’ 등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음 

‐ 을지로 조명상가 상인들과 함께한 라이트웨이 축제는 작품전시와 축제, 산업홍보 및 

판매가 연계된 복합 축제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협소한 행사장소, 홍보부족, 조명상

품의 마케팅 효과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2016년 축제는 기존의 협소한 장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DDP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과 

행사의 구성은 유사하나 2015년과 달리 부대행사로 조명장치를 활용한 ‘라이트 쇼’ 등을 새

롭게 추가하고, 이를 통해 루시총회에 참가한 외국인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음 

‐ 2015년과 달리 2016년 행사는 DDP에서 개최도어 더 많은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었

으며, 우천 등의 돌발 변수를 대비할 수 있었으나 을지로 일대에 소재한 조명상가와 

연계는 다소 부족 

‐ 실내 전시 등은 기존의 가로등, 자동차 조명 등으로 인해 가시성이 떨어지는 것이 방

지되었으며, 전시되는 상품 중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도 다수 

‐ 부대행사였던 ‘라이트 쇼’, ‘세미 클래식 공연’ 등도 관람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긍

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루시총회와의 연계로 외국인 관람객이 증가

‐ 젊은 층 외에도 다양한 연령의 호응을 받았으며, 조명상가 상인들의 참여도 더욱 적극

적이었으나 조명상가가 소재한 을지로 일대에서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조명

상가 홍보에는 한계, 또한 조명상가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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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축제는 DDP와 을지로 조명상가에서 개최되어 조명상가와의 시너지를 높였으며, 상

인의 적극적 참여, 을지로 조명 제품(“by을지로”) 판매, 강화된 부대행사 등으로 축제를 통한 

조명산업의 홍보 및 마케팅 효과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 담당 

‐ 행사지를 DDP와 함께 을지로 조명상가에서 개최하여 조명상가와 시너지를 창출하였

으며, 특히 연초부터 상인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행사를 추진하여 상인의 주도적 참

여를 이끌어냄. 다만 을지로에서의 행사는 저녁시간 유동인구가 적어 홍보에 한계

‐ 2017년부터는 디자이너와 조명상가의 지속적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by을지로”라는 

조명제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협업 제품을 전시․판매하여 조명상가의 마케팅 및 홍보에 

시너지를 달성, 특히 기존 제품 판매가 고가의 제품을 할인하여 구매자의 호응이 부족

하였으나 저가의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구매자의 높은 호응을 유발 

‐ 부대행사인 조명상가 근처에서의 ‘달비콘서트’ 등은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을지로 일

대를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 ‘을지로 Moon Light’,‘디자이너와 관람객간의 소통 시간’, 

‘손전등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달빛유람’, ‘소망 트리 만들기’ 등도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하여 호평을 받음 

‐ 2017년 축제는 조명상과와 축제 간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큰 의의를 지니

며, DDP와 을지로 조명 상가에서의 동시 진행으로 행사가 조명산업의 홍보 및 마케

팅 수단으로 활용

◦ 2018년 축제는 을지로 조명거리 일대에서 개최하고 DDP에서의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을지로 자체 브랜드 상품의 강화,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였

으나, DDP 대비 접근성이 부족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을지로로의 관람객 유치에 한계

‐ 2018년 축제는 기존의 DDP 개최에서 을지로 조명상가 주변에서의 개최로 개최지를 

변경하여 조명상가와의 마케팅 및 홍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관람객 우치에는 

한계, 다만 실제 관람객은 증가 

‐ 을지로 자체 브랜드인 ‘by을지로’ 제품의 완성도 및 수준이 제고되었으며 상품가치가 

높은 조명 제작으로 실제 판매에도 긍정적 기여

‐ 부대 행사인 버스킹, 서편제 연극, 군만두 영화제 등은 청계천 관람객에게도 긍정적으

로 작용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Live 을지로’라는 주제로 을지로의 상인들의 모

습 등을 담은 사진전 또한 을지로의 모습을 홍보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 관람객

이 참여할 수 있는 LED카드 만들기, 청화 컵 그리기, LED 조명 트리 만들기 등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받음 

‐ 2018년 축제는 을지로 조명상과와의 협업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을지로의 자체 브랜

드가 작품성뿐 아니라 상품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조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긍정

적 효과를 확보, 다만 기존의 DDP와의 연계가 결여되어 관람객 유치 등에 한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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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축제는 2018년과 동일하게 을지로 조명거리 일대에서 개최되나 대산 ‘을지로 아트

위크’와 ‘2019 프린팅 디자인 위크’ 등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 및 홍보 등에 시너지를 확보. 

특히 12월에 개최될 'DDP 디자인 페어‘에 라이트웨이 결과 중 일부를 전시하여 축제가 타 

전시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2019년 축제는 기존과 같이 조명상가 거리 일대에서 개최ㅔ서 관람객 유치에 한계를 

지니지만 다양한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부족, 관람객 유치 등의 문제를 극복 

‐ 전시에 있어서도 전시품 일부를 12월에 개최될 디자인페어와 연계하여 타 업종 소상

공인과 디자이너 등에게 연계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특히 기업체(신한카드)의 행사와 연계하여 을지로3가 지하보행로 디자인 프로젝트, 지

역산업(인쇄 등)과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제품 전시 등을 추진하여 기존의 구청-상인-

시민단체 및 학교 등과의 연계에서 기업체가 참여하는 차별성 확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
시기

11.13.~21. 11.2~11.4. 11.1~5. 10.31.~11.2 10.16.~20.

개최
장소

울지로3~4가역, 
청계 대림상가 일대

DDP
을지로 조명거리 

DDP, 
청계대림상가, 

세운교
청계대림상가, 

세운교

행사
구성

개막식, 조명전시, 
학술 세미나, 

상품판매, 부대행사

개막식, 전시, 
부대행사, 상품판매, 

루시총회 

개막식, 전시, 
부대행사, 상품판매

개막식, 전시, 
부대행사, 상품판매

개막식, 전시, 
부대행사, 상품판매, 
을지로 아트위크 

연계 행사

주요
참여자

조명상가, 
디자이너, 대학생, 

조명상가, 
디자이너, 대학생, 

조명상가, 
디자이너, 대학생,

조명상가, 
디자이너, 대학생,

조명상가, 
디자이너, 대학생,

기업체

[표 3-2] 라이트웨이 축제 연도별 개관  

◦ 2015년 개최 이래 라이트웨이 축제는 관람객 유치, 홍보 부진 등의 문제를 겪긴 했지만 다양

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전시 시도, 그리고 자체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축제

가 지역 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경주 

◦ 특히 ‘by을지로’는 라이트웨이가 단순한 1회성의 축제에서 벗어나 디자이너와 지역상인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명산업이 중구의 도심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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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라이트웨이 성과 및 개선과제

1) 라이트웨이 축제 성과

◦ 라이트웨이 축제의 투입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축제 예산을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연도별 예산은 라이트웨이 축제가 시작된 2015년이 5억 원으로 가장 큰 예산투입이 

이루어졌으나 예산은 점차  감소 

‐ 2015년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4억 원)으로 전체 행사 규모가 컸으나 실제 중구 예

산 투입은 1억 원에 불과, 이후 2017년의 예산이 4.5억 원으로 큰 규모였으나 이후 

2018년도 및 2019년도는 약 1억 4천여만 원 규모로 행사가 추진 

‐ 연도별 행사개최기간이 상이하므로 개최일수별 평균 투입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일평균 28백여만 원 투입

[그림 3-3] 연도별 투입 예산 비교(단위: 백만원)

◦ 연도별 전시된 조명 수를 확인한 결과 2015년 50개의 전시품에서 2018년 33개 전시품으로 

전시품 수가 감소, 다만 2018년부터는 을지로 자체 브랜드인  'by을지로‘와 관련된 작품 전

시가 이루어지는 등 양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과 창출 

‐ 초기 연도에는 전시품 수는 많았으나 전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전시품의 품질 개선된 것으로 평가  

‐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DDP를 전시장소로 사용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DDP에서

의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을지로 조명상가 일대에서 전시가 이루어져 예술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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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보다는 조명상가의 마케팅, 홍보 등에 보다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 

‐ 2017년부터 을지로 자체 브랜드인 ‘by을지로’를 통해 디자이너와 조명상가 간 협업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 3개에서 2018년 8개에서 2018년 11개로 협업 작품 전시가 증

가하는 것은 향후 축제의 중요요소로서 by을지로 작품의 비중이 클 것으로 사료됨 

[그림 3-4] 연도별 축제의 전시품 수(단위 : 개) 

◦ 축제 관람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8년 급감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2017년 행사가 

1약 1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과 대조적으로 2018년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해

에 비해 매우 저조 

‐ 축제 첫 해인 2015년 약 2만 5천여 명이던 관람객수는 2017년까지 증가했으며, 특

히 2017년은 약 15만명이 관람하여 가장 많은 관람객 실적을 달성

‐ 2018년은 다른 해에 비해 관람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해

에 비해 행사 개최일수가 짧았으며, 동일한 개최기간(3일)을 보였던 2016년은 DDP에

서의 개최가 이루어진 데 반해 2018년은 을지로 조명상가 일대에서만 행사가 개최되

어 관람객 수 감소 

‐ 개최기간을 고려하여 일평균 관람객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7년까지는 일평균 관

람객수가 꾸준히 증가하나, 2018년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다만 일평균 관

람객 수를 비교할 경우 2018년 관람객 수는 2015년과 유사한 수준 

◦ 연도별로 주요 정성적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촤 같음. 전반적으로 차별화된 주제 전시, 그

리고 점차적으로 전시에서 상품 마케팅으로의 행사 목표가 변경되어 조명산업 마케팅 및 홍

보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 



03 중구 ‘라이트웨이’ 성과 분석 35

[그림 3-5] 연도별 행사 관람객 수 (단위: 명) 

구  분 주요 성과

2015년

• 움직이는 조명 ‘Running Together' 설치
• 조명마켓 5개소 운영 
• 을지로 달빛유람 102명(9일간) 참여 및 호평 
• 도시재생과 빛’ 학술세미나 개최(100여명 참석)

2016년
• 바구니 90개 및 재활용 용기 등을 활용한 주제조명 호평
• 전시품 10건 판매 
• 노년층, 외국인 등 관람객 층 다변화 

2017년

• 가격을 낮춘 조명제품 판매로 마케팅 효과 극대화 
• y을지로 브랜드 개발 및 상인-디자이너 협업 체계 구축
• 청년 예술가가 진행한 ‘달빛 유람’ 호평 
• 51개의 BC탱크를 활용한 주제 조명 호평 

2018년
• 예술조형물보다 상품적 성격의 조명 홍보 확대 
• 조명거리에서의 개최로 조명매장의 방문객 수 증가 기여 

2019년
• 조명디자이너 외에 가구 디자이너의 참가  
• 와이어 조명 만들기 등 신규 일반 방문객 참여 콘텐츠 개발 

[표 3-3] 연도별 주요 성과  

2) 라이트웨이 축제 개선과제

◦ 라이트웨이 축제가 단순한 축제로서의 가치보다는 지역산업인 조명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크게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조명산업 육성 및 축제와 산업간 연계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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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조명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과제는 일부 상충되는 경향이 

있음. 구체적으로 기존 축제 개최 경과를 살펴보면 DDP 등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시

의 타 행사와 연계된 행사에서는 관림객 수가 증가하나 을지로 일대의 조명상가에 대

한 마케팅 및 홍보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따라서 관람객 유치와 조명산업 마케팅 기능 모두를 제고하기 위한 면밀한 개선 노력

이 요구됨 

구  분 세부 과제 

관람객 유치 확대 

․• 조명축제의 예산 확충 

• 전시상품 및 판매상품 확충 
• 축제 홍보 강화 
• 타 자치구 및 서울시 축제와의 차별성 확보 

조명산업 육성 및 연계 

• 축제를 통한 조명거리 활성화 
• by을지로’ 자체 브랜드의 상품력 강화 
• 조명축제에 대한 상인 참여 유도 
• 축제 관람객의 상품 구매 촉진 
• 디자인 산업 외에 건축 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성 확보 

[표 3-4] 라이트 축제의 과제

◦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조명축제의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전시상품 및 

판매상품의 확충, 축제 홍보 강화, 타 자치구 및 서울시 개최 축제와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 

‐ 축제 예산이 평균 1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다소 부족. 

실제 연도별 결과를 보면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액이 많은 해에는 보다 대규모의 행

사가 이루어졌으나 중구청 단독 예산으로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 규모가 작아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 

‐ 전시상품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흥미요소를 유발하고 조명산업 종사자에게 을지로의 조

명산업의 역량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적 요소를 지니므로 전시품의 다양화(산업용, 주거

용, 예술용)를 통한 전시상품 강화와 함께 축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기념품 개발 필요 

‐ 라이트웨이 축제의 홍보 강화를 위해 SNS홍보, 인플루언서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이 라

이트웨이 결과 평가 시 제안되었으나 2018년 개최실적에서 보듯 관람객 수 진작에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유관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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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일원에서 개최되는 등불축제 등 유사 축제와 라이트웨이 축제의 차별성을 확

보하여 서울시 내에서의 독보적인 자치구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조명산업 육성 및 연계와 관련하여 축제를 통한 조명거리 활성화 전략 마련, 을지로 조명상

가의 자체 브랜드의 상품력 강화, 조명축제에 대한 상가 상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제 마련, 축제 관람객의 상품 구매 촉진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디자인 산업 외에 건

축 등 조명산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산업과의 연계 모색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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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내외 유관 축제 사례 분석

1 ∙ 국외 사례 분석

1) 프랑스 리옹시 빛 축제

◦ 프랑스 ‘리옹(Lyon)’시의 빛 축제는 리옹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 중 하나로, 매년 겨울 12월 

첫 주에 사흘간 리옹 전역에서 대규모로 개최되며 리옹시는 사흘간 개최되는 빛 축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짐 

‐ 리옹시는 론강과 손강의 합류점에 있는 도시(인구 약 50만 명)로 매년 4월에는 국제

무역박람회가 개최되며, 파리와 마르세유를 연결하는 철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

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현재는 화학공업 및 자동차․철도차량․기계․전자기계 등의 공업이 

성행

[그림 4-1] 프랑스 리옹시 위치 

‐ 리옹의 빛 축제는 유럽 3대 축제에 들 만큼 유명하며, 리옹시는 축제 외에도 역사적 

건축물과 숀강, 론강 주변으로 야경시설을 잘 구비하여 평상시에도 빛의 도시로서 면

모를 과시 

◦ 1999년부터 개최된 리옹시의 빛 축제는 시민들이 종교적․전통적 의미에서 추진되던 ‘12월 

8일’ 축제를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뤼미에르 계획(조명 계획)’이라는 도시계획과 결부

시켜 공식적인 축제로 추진 

‐ 빛 축제는 1800년대 프랑스에 창궐한 흑사병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기도와 흑사

병이 사라지고 난 후 신에 대한 보답을 위해 성모마리아상을 건립한 후 시작됨. 성모

마리아상 준공일에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보이기로 했으나, 당일 악천후로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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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으나 행사시점에 날씨가 좋아져 이를 기뻐하기 위해 집집마다 촛불을 밝힌 데에

서 행사가 유래됨 

‐ 본래 종교적 행사와 ‘조명 계획’에 따른 시 주도의 행사가 별개로 개최되다 1999에 

조명계획의 10주년 기념과 함께 민주도의 행사와 시 차원의 행사가 병합되어 개최되

었으며 2011년부터 기존 ‘페스티발’에서 ‘축제’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름 

‐ 1980년대의 조명계획은 도시환경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도시의 주요 건

물과 기념물들의 야간조명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영화와 극장’으로 만들겠다는 목

적으로 추진 

‐ 참고로 조명계획은 야간조명의 설치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으로의 교체, 개별 조명의 설치 시 도시 전체의 조명 계획에 부합되

도록 사전 점검을 받도록하여 건물의 개별 조명이 도시 전체의 조명과 동일한 컨셉을 

유지하도록 노력

◦ 프랑스 ‘리옹(Lyon)’시의 빛 축제는 리옹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 중 하나로, 매년 겨울 12월 

첫 주에 사흘간 리옹 전역에서 대규모로 개최되며 리옹시는 사흘간 개최되는 빛 축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짐 

‐ 매년 약 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도시 주요 산업인 조명산업을 부각하는 

역할을 지니며 조명산업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달성

[그림 4-2] 프랑스 리옹시 빛 축제 모습 

◦ 빛 축제는 대규모 공연, LED 전시, 비디오 아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작품 등의 70여종

의 작품 들을 전시하며, 상당수의 전시품은 몇 만 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광장, 거리, 공원 

등의 장소에 대규모로 전시되며, 전 도시에 걸쳐 작품들이 분포하여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

소로 활용 

◦ 리옹시는 효과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LUCI(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도시 조명의 컨셉과 기술 수출 등을 외국 도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명연구소 및 조명연합 등과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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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옹시는 축제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8명 규모)를 마련했고, 대개 1년 정도 축제 준비

‐ LUCI를 통해 외국 도시들의 시장 및 주요 대표자 등을 초청하여 행사의 규모를 확대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명기술의 발전 및 업계의 동향 등도 공유

구  분 주요 내용

전시
• LED 전시, 비디오 아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작품 등 2019년 기준 65종의 

작품 전시 

문화공연
• 극단을 통한 대형 공연 추진 
• 시청각 작품 상영 
• 시청과 도시조명 전문가 협업으로 우화 제작

기타 

• 캐릭터와 관광객들과 빛 축제 주요 명소 탐방
• 빛 축제 기원인 촛불 밝히기를 묘사한 빛을 밝히는 2만개의 보트를 강에 띄우는 

행사 개최 
• 도시조명 전문가, 관람객의 토의․질의응답 
• 도시정책과 조명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표 4-1] 빛 축제 주요 내용

◦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리옹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며(약 한화 70억 원 규모),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통상 50%정도는 민간기업에서의 협찬으로 충당 

‐ 필립스, 시트랄 , 오스람 등 조명 관련 회사에서부터 JC Decaux를 비롯한 광고회사 

등도 협찬 기업으로 참여

‐ 민간부문의 지원은 현금 지원 외에도 음향장비, 조명장비, 작품 기획 및 전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짐 

◦ 리옹시의 빛 축제는 단순히 빛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시를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하는 것 보다 지역의 도시계획을 홍보하고, 새로운 지역 산업인 조명산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홍보하는 데에 목적을 둠

‐ 리옹시의 주거지역 등은 지역 작가 위주의 축제 구성을 하나, 주요 공연은 대중성과 

예술성, 기술성을 모두 갖춘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위주로 하여 축제의 국제화에 성공 

‐ 도시조명협회(LUCI)를 통해 조명 분야의 전문가들과 조명산업에 관심이 높은 외국 도

시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기술을 수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와 프랑스 업체와의 기술가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하는 기회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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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비비드 시드니 페스티벌 

◦ 비비드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호주 시드니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오페라하우스, 하버브

리지와 같은 유명한 건축물 등 볼거리가 많은 관광도시이나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후 차이로 

7~8월 등에는 관광객이 급감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축제를 기획 

‐ 시드니는 11월에 관광객이 많으나, 북반구가 여름일 때 시드니 지역은 겨울이기 때문

에 유럽, 아시아 등 북반구 국가들의 여름휴양지로써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뉴

사우스웨일스 주 관광청에서 시드니의 겨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 기획 

‐ 빛을 주제로 한 축제의 기획은 중국의 불꽃놀이에서 영감을 얻음. 아시아 관광객 유치

를 위해서는 불꽃놀이 등의 빛을 주제로 한 기획이 필요하였으나 불꽃놀이를 주제로 

할 경우 축제 구성 내용이 많지 않아 조명쇼를 중심으로 축제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비비드 라이트
오페라하우스 등 시드니 명소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장소에 조명 미술 조각, 거대 
규모의 프로젝션, 설치 작품 등을 배치하여 시내 전역을 꾸밈, 또한 워터스크린 
등을 통해 빛과 관련된 작품 소개 

비비드 뮤직
팝, 인디음악, 락,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빛 전시품 주변에서 개최,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되는 ‘비비드 라이브’는 가장 유명한 음악가 등이 참여

비비드 아이디어
세계 최대의 조명 기술 페어를 표방하여 조명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로 기술 홍보, 아이디어 공유, 조명기술 관련 융복합 기술 발굴, 전기 연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추진 

[표 4-2] 축제 주요 내용

◦ 비비드 페스티벌은 보약 15일정도의 기간 동안 이어지며, 오페라하우스 등 시드니 주요 건물

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명을 사용한 조명쇼와 함께, 음악공연, 그리고 조명산업 관련 신기술 

홍보 등 컨퍼런스의 세 가지 구성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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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시드니 비비드 페스티벌 모습

◦ 비비드 축제의 예산은 주정부 및 비비드 시드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아멕스카드 등에서 후원이 많이 이루어지며 호주관광청은 예산지원 없이 홍보만 

담당 

‐ 아멕스카드는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크루즈 바를 활용한 익스프레스 라

운지 제공 등을 담당하며, 2019년부터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파트너로 참여

하여 다양한 작품 전시 지원 

◦ 비비드 페스티벌은 전 세계 130여 국가에 비비드 시드니 페스티벌 영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188개의 미디어채널이 축제를 방문․홍보하였으며, 5,700만 개의 

소셜미디어 채널과 공항, 리조트 등과 제휴하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추진 

◦ 비비드 페스티벌 또한 축제의 독창성 부족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되었으나 15개국에

서 분야를 망라한 130명의 예술가를 초빙하고 기존의 관광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운영 

‐ 빛, 음악,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컨셉의 축제를 만들었으며, 비비드 페스티벌은 

현재에도 해년마다 새로운 장소로의 주요 축제 개최지역의 확장, 다양한 예술가의 섭



04 국내외 유관 축제 사례 분석 45

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2017년 기준으로 비비드 페스티벌은 233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경제적 효과는 약 1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현재 해외에 5만 5천여 개의 여행사품이 만들어짐 

◦ 2019년부터는 고등학생을 위한 ‘비비드 학교’를 운영하여 비비드 페스티벌에 사용될 조명기

반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제공하는 창작 과정에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과정을 운영

‐ 비비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작가와 학생 및 교사와의 교규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미

술가, 조명 디자이너 등으로의 경력 개발을 도모 

3) 프랑크푸르트 조명 및 건축 박람회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조명과 건축에 대한 박람회를 격년(2년에 1번씩) 개최하여 조명기

술 및 건축과 조명의 접목, 신규기술 공유, 산업동 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짐 

‐ 세계 최대의 조명 및 건축, 전기 전시회로 1999년부터 개최되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

는 국제 전시회 중 하나로 급속히 성장

[그림 4-4] 프랑크푸르트 조명 및 건축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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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벨기에, 영국, 독일, 한국 등 55개 국가에서 2,300개(2019년 기준)의 업체가 박

람회에 참여하며 방문객은 약 21만 명(2019년 기준) 정도로 국제적으로 큰 규모로 개최됨 

‐ 절반 이상이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박람회에 방문하고, 대기업 등 규모가 큰 사업체 

외에도 건축가, 인테리어 건축가, 디자이너, 기획자 및 엔지니어, 소매 및 도매 부분에

서도 참석하고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박람회에 참여

◦ 해당 박람회는 모든 전기 기반 빌딩 서비스 시스템을 포괄하는 박람회로 LED 및 광전지 기

술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추진

◦ 세부 콘텐츠로는 장식조명 및 기술조명, 전기공학, 빌딩 자동화, 건설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의 4가지 분야로 구분됨 

‐ 조명과 관련하여 기술 및 조명 액세서리, 산업 기술 조명 및 실내조명, 사무실 기술 

조명, 특수 목적 기술조명, 조명제어, 관리 및 측정, 실내 조명 및 액세서리, 실내 조

명 특수 조명, 실내 조명 특수 사용 장비, 주택 및 실외 정원 조명, 인테리어 조명 액

세서리 등 

‐ 전기 설비와 관련하여 케이블 및 전선, 케이블 배선 시스템, 배전 및 연결 재료, 안전 

스위치, 모듈 조립 장치, 각종 전기 엔지니어링 장비 및 부품 등 

‐ 빌딩 자동화와 관련하여 특수 용도 주택 자동화, 특수 목적 고층 빌딩 자동화, 서비스 

장비 관리 및 계약 

‐ 건물 관련 시스템과 관련하여 에어컨 및 환기 시스템, 자재 취급 시스템,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또는 복도, 자동 주차 시스템 등 

구  분 주요 내용

장식조명 및 기술조명

건축조명, 전문조명, 조명부품, 램프, 조명기술, 인테러이 조명, 사무실 조명, 가정 
조명, 옥외조명, 공장조명, 상업조명, 야외 조명, 도시 조명, 현대 조명, 클래식 
조명, 고전 조명, 옥외 장식조명, LED, 아파트 조명설비, 형광등, 천장조명, 
샹들리에, 크리스탈 조명, 벽걸이 조명, 탁상 조명 등 

전기공학

케이블 및 리드, 케이블 연결시스템, 유통 및 연결장치, 전기 설치 장비 및 시스템, 
전기차 및 베터리 충전 인프라, 유통 시스템, 안전 스위치 및 모듈 설치 장비, 
스위치 설치 및 플러그 장치, 소켓 장치, 주택 및 건물 버스 기술, 산업용 플러그 
및 소켓 장비 등 

빌딩 자동화
주택 자동화 시스템, 빌딩 자동화 시스템, IT 시스템 빌딩 네트워크, 빌딩 관련 
하드웨어, 시설 관리 

건설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캐드, 입찰, 프로젝트 관리, 계획 및 설천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전문 서적, 서비스 IT컨설팅 및 교육 등

[표 4-3] 박람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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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톡홀름 가구 및 조명 페어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가구 및 조명 페어는 조명 및 실내 외 장식, 인테리어를 대상

으로 195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33

개 국(2018년 기준)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박람회임  

‐ 2018년 기준으로 방문객은 약 4만 여명에 달하며, 그 중 외국 참가인원은 약 1만명

에 달함. 참가업체 수는 702개 업체로 그 중 외국 참가업체가 302개에 달함 

[그림 4-5] 스톡홀름 가구 및 조명 페어

◦ 스톡홀름 디자인 위크와 동시에 진행되는 해당 박람회는 매년 2월 개최되며, 통상 일주일가

량 개최되며 그 중 4일은 업계 관계자에게만 개방하고, 일반인 관람객은 1일만 방문 가능 

◦ 박람회는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지만 디자인 위크와 결합하여 갤러리, 디자인 스튜디오, 호

텔, 컨퍼런스 홀 곳곳에서 디자인 관련 행사가 개최 

◦ 박람회에서는 조명, 홈 인테리어, 사무 및 공공 공간 인테리어로 구분하여 전시하되, 디자인 

바, 그린하우스, 퓨전 워크, 전문가 토론 및 발표, 디자인붐 마트 등의 콘텐츠로 구성

‐ 특히 그린하우스는 젊은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디자인 관련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사업화 하는 기회를 제공함. 이를 위해 심사위원단은 각 국의 프리랜서 디자

이너들과 세계 디자인 학교에서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구성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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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

구  분 주요 내용

디자인 바
(Design Bar)

박람회를 찾는 방문객의 교류를 위해 마련된 라운지로 해당 장소는 스웨덴 출신의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구릅에 의해 디자인이 이루어짐 

그린하우스
(Green House)

독립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학교 학생들이 주로 구성한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는 
그린하우스는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맞는 전시품 전시 

퓨전 워크
(Fusion Walk)

박람회가 디자인 위크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살려 의류 
컬렉션을 패션소와 인스톨레이션 등을 통해 구성

전문가 토론 및 발표 
(Hello! - 주제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는 콘텐츠로 유명 
디자이너 등이 발제 

디자인붐 마트
(Designboom Mart)

이탈리아의 온라인 디자인 메거진인 디자인붐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실제 판매하여 관람객과의 소통 활성화 도모 

[표 4-4] 스톡홀름 가구 및 조명 박람회 구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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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사례 분석

1) 부천시 LED 산업 육성 

◦ 부천시에는 200여 곳 이상의 조명업체가 소재하며, 2006년부터 ‘한국조명ICT연구원’이 부

천시로 이전하는 등 지역거점 산업으로 조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세계적으로 유명한 LED 조명업체인 화우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조명산업관련 중소기업 

들이 소재

‐ 부천시는 첨단 고부가가치 5대 특화산업으로 금형산업, 조명산업, 로봇산업, 피키징산

업, 세라믹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 조명산업과 관련하여 LED융합조명기술지원, 글로벌 시험인증 및 표준 인프라 구축 등

을 추진

‐ 한국조명ICT연구원은 조명관련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조명산업과 관련된 각종 시험기

기 이용 지원, 인증 사업을 수행하며 조명기술, 디자인 등에 대한 교육도 수행하는 부

천시 LED산업 육성의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

구  분 주요 내용

기술지원 
정부공동기술개발, 자체기술개발, 조명디자인, LED고효율 인증 시험/평가 
LED KS 기술심사, 형광등기구 관련 시험/평가, 시제품제작 기술, 기술지도 
및 상담, 해외인증(UL, CEC/ETL, IECEE등), 신제생에너지 등 

인력양성
LED조명 설계기술, LED기구 방열설계, IT융합 LED조명제어 시스템, 신광원 
조명 교육 등 

[표 4-5] 부천시 조명산업 지원 내용

◦ 부천시는 조명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영역 확대, LED조명, IT융

합 기업지원, 조명사넙 관련 인력육성 기반 구축, 조명산업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은 ‘부천산업진흥원’과 ‘한국조명

ICT연구원’을 통해 추진 

‐ 부천시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부천시는 부천소재의 중소기업과 벤처진흥원’을 설치

하여 조명산업 육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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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부천시 경제발전 구상계획

◦ 부천시는 조명산업 육성 정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천시 소재의 호수공원인 상동

호수공원을 2010년 ‘에너지제로공원’으로 조성하여 LED의 친환경 이미지의 부각과 LED 홍

보 등의 효과를 달성 

‐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은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하여 고원의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

하고, LED보안등 250세트를 설치하여 LED 조명의 신뢰성 시험 및 LED 홍보 추진 

‐ 공원 내에 조명전시관, LED조명 모니터링 센터, 홍보영상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LED조명 체험을 지원하고 기업전시관을 마련하여 부천시 소재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 특히 민간관광자원인 ‘아인스월드’에서 ‘세계야경 판타지 빛 축제’를 개최하여  LED 육성과 

함께 지역 이미지 제고에 민간 관광자원이 기여가 큼

[그림 4-7] 세계야경 판타지 빛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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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야경 판타지 빛 축제(아인스월드 빛 축제)는 부천시에 소재한 민간 테마파크인 아

인스월드에서 야간에 상설 개장하는 축제로 11월~12월 기간 동안 아인스월드 내의 

조형물, 수목 등에 조명쇼 개최 

◦ 부천시는 이 외에도 '국제 LED & OLED 엑스포‘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

자치단체로 이를 통해 부천시 내의 조명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외국 유수업체와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등 조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다각화

2) 해운대 빛 축제

◦ 2014년부터 개최된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 빛 축제(기존 ’해운대 라꼬 빛 축제‘)는 겨울의 

해운대 모래사장을 이용한 특색 있는 조명장치와 ’부산 아트페어‘ 등과 연계된 행사 추진으

로 여름에 집중된 해운대의 상인의 매출을 겨울에도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 

‐ 해운대 빛 축제는 2019년부터 ‘해운대’라는 지명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임을 감안하

여 기존의 ‘해운대라꼬 빛 축제’라는 축제 명칭을 변경

‐ 보성 빛 축제, 진주 유등 축제 등 빛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지역마다 개최되고 있어 

해운대만의 특색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와 빛 축제를 연계하였으며, 해운대 시가지(구

남로)와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축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 빛 축제 기간 동안 부산에서는 국내외 신진작가 및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작품판매

전인 ‘부산아트페어’가 개최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이 해운대 빛 축제 관람으로 이어질 

유인 효과 발생 

◦ 해운대 빛 축제는 11월 중순부터 차년도 1월말까지 약 70일정도 해운대 및 해운대광장(해운

대 시가지)에서 개최되며 예산은 6억 원(’19년 기준) 가량이 소요 

‐ 해운대 구청 예산 3.8억원 외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등 2억 원 지원 

[그림 4-8] 해운대 빛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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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빛 축제는 국외 빛 축제 사례 등이 지역산업 등과 연계하는 것과 달리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기획하여 별도의 컨퍼런스, 산업 홍보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빛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와 부대 행사로 구성

‐ 해운대해수욕장과 해운대광장(구남로)는 가용자원, 경관 등이 상이하여 각자 다른 컨셉

으로 행사진행, 해운대해수욕장은 “바다 위를 걷는 듯 한 느낌 구현”을 목적으로 빛으

로 파도가 치는 물결을 표현한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해운대광장은 “크리스마을 마을”

을 테마로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관련 조형물 등을 주로 배치

◦ 해운대 빛 축제는 다른 자치단체의 빛 축제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광자원인 해운대 

해수욕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빛의 바다’라는 주제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 확보 

‐ 시가지에서의 조명 전시품은 타 지역의 빛 축제와 차별성이 부족하나 해운대 해수욕

장의 백사장에 설치한 LED 조명을 활용한 은하수길과 호안도로-한 아세안 거리의 

LED 터널 등은 해운대의 이미지와 빛 축제를 결합하여 특색 확보 

◦ 해운대 빛 축제는 지역상인 뿐 아니라 호텔, 기업 등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 

‐ 해운대 소재 수영로 교회는 대형트리를 설치하여 크리스마스 마을 조성이라는 주제에 

참여하였으며, 그 외 지역 소재 교회들은 산타복을 한 자원봉사자를 각 1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여 축제 지원 

‐ 시가지 주변 상인들은 재활용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볼 설치, 산타복이나 산타망토, 

산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며, 상가 건물 외벽 등에 

조형물 설치 수락 

‐ 해운대 소재 호텔 등은 축제 기간 동안 조명 시설물을 조성하여 축제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준공된 해운대의 주거시설인 엘시티는 ‘라이트 가든 라이트 & 레이져쇼’를 운영

하여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한 특수조명시설 설치, 레이져쇼 등을 지원 

[그림 4-9] 해운대 빛 축제 관련 상가 조형물 및 호텔 조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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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빛 조형물 설치

• 해운대 백사장 은하수 빛 조형물 
• 해수욕장 호안도로 LED 터널 및 미디어 아트 프레임 터널
•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 해운대광장 LED터널 조성
• 소망트리 조성
• 엘시티, 수영로교회 등 민간건물 조형물 조성 

시민참여 행사 

• 전국 캐롤송 경연대회 
• 100명의 산타클로스(자원봉사자) 출정식
• 무료 사진인화 서비스 
• 버스킹 공연 등 음악공연 

협업행사
• 유니세프와 협업하여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빛 마을’ 운영(유니세프 후원 홍보, 

어린이 지구촌 체험활동, 포토존 등 운영)

[표 4-6] 해운대 빛 축제 구성(2019년 기준)

◦ 해운대 빛 축제는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설연휴 등의 휴일과 부산아트페어 

등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축제와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기 위해 기존 축제 개최시기보다 개최시기를 당겨 행사를 개최 

◦ 또한 기존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던 행사를 해운대로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해운대의 명

소인 ‘달맞이고개’까지 행사의 개최장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의 활용 

극대화 모색 

◦ 특히 2019년은 유니세프와 협업하여 유니세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

고, 유니세프는 자체 합창단 및 공연 팀을 통해 축제 공연을 담당

◦ 축제 홍보는 부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을 통해 해외 홍보를 진행하며,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상인들은 축제 공동의상(유니폼)을 착용하여 지속적인 축제 홍보 이 외에도 KTX, SNS, 

여행사 제휴상품 판매, 부산시티투어 연계 등 다양한 홍모매체 활용 

◦ 해운대 빛 축제는 구청 예산을 통해 추진되나 축제의 기획․운영 등은 해운대기독교협의회, 

비영리단체, 후원기업,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해운대 빛 문화축제위원회’를 통해 추진 

‐ 방송국 국장, 예술계 종사자, 지역상인, 종교계 등 다양한 구성원이 축제를 준

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지원을 확보 

‐ 축제위원회의 운영은 축제를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여 조성된 기부금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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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LED & OLED 엑스포

◦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 광융합 엑스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비롯한 주요 

LED 생산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축이 된 엑스포로 15개국 350여개 업체(2019년 기준)

가 참여하며  LED 관련 신기술 및 산업 동향 등을 공유하고, LED 생산업체와 소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 

‐ 해당 행사는 국외의 박람회와 달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

해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에너

지공단, 부천시 등이 주최 또는 후원을 담당

‐ 특히 부천시는 조명산업의 육성 도시라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부천시 소재 조명산업

기술연구원과 해당 박람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개최기간인 3일간 1만 명 정도가 등록하여 관람하였으며, 해외에서

도 약 500명 가량이 박람회를 관람함

◦ 전시 품목은 LED 상품, LED 부품 및 액세서리 등 원천 재료, LED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

업, 환경, 농업, 의료산업 등에 대한 LED 응용 상품 및 기술, LED 생산 장비, LED 연구개발 

등이며, 추가적으로 스마트 빌딩과 LED를 융합한 빌딩 네트워크 시스템, IoT 등과의 융합 

등의 분야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짐 

◦ 부대행사로 LED 산업 포럼을 개최하여 LED 기술과 ICT 등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차세대 

LED 기술, 해외시장 진출 전략, 유관 기업간 비즈니스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그림 4-10] 국제 LED & OLED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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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2002년부터 개막된 디자인 전문 전시회로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업체, 디자이너들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전시품을 주제로 12월에 개최 

‐ 2018년 기준으로 총 216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 해외업체는 27개사이며 해외 참

가국은 10개 국가임

‐ 참관객은 2018년 기준 약 9만명이나 해외 관람객은 미집계 

‐ (주)디자인하우스가 주최하며, 해당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한국디자인

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등 정부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후원 

[그림 4-11]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 전시 제품은 디자인과 결합된 공예품, 디자인 그래픽, 문구 및 사무기기, 발명, 특허, 아이디

어 산업, 서적 및 출판물, 인테리어, 의류, 조명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 전시 콘텐츠는 크게 전시와 동시행사로 구분

‐ 전시: 디자인 관련 주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홍보, 영디자이너 프로모션, 글로벌 콘텐

츠 등으로 구성

‐ 동시행사: 디자인세미나, 서울디자인스팟, 코리아디자인어워드, 오프닝파티 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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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는 특히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신진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육성

하는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임

‐ 선발된 디자이너들에게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브랜딩과 디자인 컨설팅, 홍보 마케

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

‐ 또한 선발된 디자이너들 중에서 일부를 ‘영 디자이너 엠버서더’로 선정하여 해외 유수

의 디자인 관련 행사에 참여를 추진 

‐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는 17년 동안 77명의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하여 많은 디

자이너들의 등용문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활용

구  분 주요 내용

전시

디자인 주도기입
스타 디자이너와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으로 새로운 이슈를 제안하는 콘텐츠 
전시

디자인 전문기업
제품, 그래픽, 패션, IT, 교육기관, 라이프스타일 등 디자인 분야의 전문 기업, 
브랜드 프로모션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

월간 ‘디자인’이 선정한 디자이너의 셀프브랜딩 

글로벌 콘텐츠 해외 디자이너, 창작자, 그리고 브랜드들의 디자인 프로모션 

동시행사

디자인 세미나 글로벌스타 디자이너,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최신 트랜드와 디자인 인사이트

서울 디자인 스팟 서울 전역의 디자인 스팟에서 펼쳐지는 크리에이터들의 네트워크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서울디자인페스티벌과 월간 ‘디자인’이 우수한 디자인을 선별하는 디자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오프닝 파티 참가 브랜드 대표 및 디자이너, 초청 VIP 대상의 개막식 및 네트워크 교류의 장 

[표 4-7]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주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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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제언

1 ∙ 라이트웨이 축제 개선방안

1) 축제 운영의 환경 분석(SWOT분석) 

◦ 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술하였던 조명 및 전시산업의 동향, 현재 중구에서 추진

하는 라이트웨이 축제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국내․외 축제 운영 사례 및 부천시의 조명산업 

육성 정책 등을 참고하여 SWOT분석을 수행 

◦ SWOT분석은 외부환경의 기회요인(Opportunity)과 위협요인(Threat)을 파악해 강점

(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분석한 후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

‐ 이 중 기회와 위협은 외부의 환경요인이고, 강점과 약점은 내부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대상인 라이트웨이 축제의 관점에서 외부환경은 조명산업 및 전시산업의 동향

과 타 자치단체의 유사 축제 운영에 따른 경쟁 등이 외부요인

‐ 라이트웨이 축제의 성과 및 현재 운영사의 문제점 등은 내부요인이 됨 

◦ 내부환경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의 두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전략방향이 도출될 수 있음

‐ O-S(기회와 강점) 전략은 경쟁상황에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 T-S(위협과 강점)전략은 강점 혹은 장점으로 위협적 요인을 제거하는 전략

‐ O-W(기회와 약점)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이용하는 전략

‐ T-W(위협과 약점)전략은 위협은 피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전략

기회(O) ↔ 강점(S)

┊  ┊
위협(T) ↔ 약점(W)

전략선택

[그림 5-1] SWOT 분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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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 및 위협요인 

◦ 라이트웨이 축제가 지닌 기회요인으로는 현재 조명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맞춤형 상품

의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시산업 또한 관광-산업-전시가 연계된 형태의 전시회 

및 박람회 수요가 높아 라이트웨이 축제가 갖는 중소업체의 기술력 홍보 등과 서울에서 개최

되는 박람회 등과의 시너지가 가능

‐ 조명산업이 기존의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탈피하여 용도(신호용, 조명용, 농업용, 의료

용 등)와 장소(산업체, 사무실, 주택 등)에 따라 다양한 조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디자인과 접목된 맞춤형 조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여 을지로의 

전통있는 업체들이 맞춤형 생산의 강점을 지니며 이를 홍보하는 라이트웨이 축제 또

한 디자인 중심의 주제를 활용할 경우 타 축제와의 차별성은 물론,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 

‐ 전시산업 또한 현재 관광, 문화자원과 연계된 행사의 기획이 주류로 부각하고 있어, 

조명, 건축, 인테리어 등의 유관 박람회 등과 라이트웨이 축제의 연계 시 축제를 통한 

을지로 조명상가 홍보 및 축제의 관람객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는 ‘도시 빛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야간경관계획, 스마트조명시티 육성, 랜

드마크로서의 미디어파사드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활용한 축제의 예산 마련, 민간부문의 협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라이트웨이 축제의 위협요인은 조명산업은 점차 IT등 타 산업과의 연계와 LED 등으로의 생

산기술 변화 등에 따라 축제의 주제인 을지로 조명상가 침체가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시설이 중구에 부족하며, 보성 빛 축제, 해운대 빛 축제 등 타 

자치단체와 서울시 내의 빛을 주제로 한 축제의 난립 등 

‐ 조명산업은 최근 ‘스마트 조명’과 ‘LED' 중심의 산업 재편으로 오랜 전통을 지는 중소

업체가 새로운 기술적용과 타 산업기술과 융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축

제 대상이 되는 을지로 조명상가의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될 우려 

‐ 전시산업과 축제의 연계를 위해서는 대규모 전시장이 필요하며, 서울시도 DDP, 코엑

스 등 다양한 전시장이 있으나 축제가 개최되는 을지로는 관련 시설과의 접근성이 다

소 부족하며, 을지로 축제의 대상인 조명상가업체들도 대형 전시장에서의 축제 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녀 축제와 연계성 확보에 한계 

‐ 최근 타 지치단체 또한 빛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도 청계

천 일원에서 빛 축제가 개최되는 등 빛을 주제로 한 축제의 차별성 확보에 많은 어려

움 발생. 특히 낮은 을지로 조명상가의 인지도를 고려할 경우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확보가 부족하면 축제와 전시산업과의 연계, 관객부족 등으로 중구의 조명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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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에 한계

3) 강점 및 약점 요인 

◦ 라이트웨이 축제는 타 빛 축제와 달리 을지로의 조명상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축제에 지역에 거점을 둔 상인

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참여와 함께 ‘By을지로’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축제와 산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구에 소재한 다양한 유적, 랜드마크 등과 연계할 수 있어 이러

한 요소들이 라이트웨이 축제의 강점이 됨 

‐ 해운대 빛 축제 등은 유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빛을 이용한 축제를 시도하고 있으

나 축제의 스토리텔링에 한계, 프랑스 리옹시 빛 축제에서 보듯 스토리텔링이 확보되

는 것만으로도 축제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 라이트웨이는 을지로에 오랜 시간 위

치한 조명상가들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확고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이를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능 

‐ 타 축제들이 차별성 있는 기념상품 제작에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라이트웨이 축제는 

조명산업을 축제의 대상으로 하고 이를 활용한 자체 브랜드를 기획․운영하고 있어 축

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시너지를 유발, 향후 유관 박람회 등과 연계 시 상설 

전시장 운영 등의 파생 사업이 가능 

‐ 중구에는 숭례문, 한양도성, 광화문 등의 문화재와 청계천, 서울광장, 서울역, 명동성

당, 두산타워, 서울타워 등 다양한 랜드마크가 위치해 있어, 호주 시드니 비비드 페스

티벌과 같이 이를 연계한 축제 콘텐츠 개발 등도 가능 

◦ 다양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라이트웨이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콘텐츠가 부

족하며, 축제에 대한 예산 등 자원투입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외 사례 대비 매우 부족한 

실정, 그리고 행사의 대상인 을지로 조명상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이러

한 요인들이 축제의 약점으로 작용 

‐ 라이트웨이의 프로그램 구성은 타 자치단체의 빛 축제와 크게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

하며, 호주 시드니 비비드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건물들마다 특색있는 조명장치를 설치

하거나 부산 해운대의 빛 축제에서 해운대 백사장에 다량의 LED 조명장치를 설치하

는 등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 국외 빛 축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며, 가장 유사한 빛 축제인 해운대구의 빛 축제 

또한 약 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구의 라이트웨이 축제의 예산규모

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일정수준의 관람객 확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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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 

‐ 축제의 대상인 을지로 조명상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라이트웨이 

축제가 주요 축제로써 인지도가 높아지기 전에는 을지로 조명상가를 홍보하기에는 역

부족이며, 또한 조명상가의 낮은 인지도 또한 중구와 조명산업을 연계시키는데 장애요

인이 되고 있음 

4) SWOT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SO 전략) 강점과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체브랜드의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여 중구와 조명산업, 그리고 라이트웨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재 축제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축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그

리고 조명산업 관련 박람회 등과 연계할 필요

행사 명 주요 내용 개최 시기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 도시와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 및 전문가 컨퍼런스 등 개최 9~11월 

서울 경향 
하우징 페어

․ 건축, 인테리어 부문 박람회 4월 

국제 LED & OLED 엑스포
․ LED조명, 상업용 조명, 가정용 조명, 야외조명, 조명 엑세서리 및 
부품 등 전시 

5월 

서울라이트 축제
DDP에서 빛, 영상, 음악을 결합하여 축제를 개최하며 세미나, 워크숍 
등 부대행사 개최 

12월 

[표 5-1] 주요 연계 가능 행사(2019년 기준)

‐ 라이트웨이와 연계된 중구의 자체 브랜드인 ‘by을지로’는 기존의 디자인 상품의 개발

과 함께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이 높은 대중성 높은 조명상품의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

하여 축제뿐만 아니라 전시회로 확대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며 축제를 통한 브랜드 인

지도 제고가 상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청계천 등불축제’, ‘서울라이트’ 등 서울시 내에서도 라이트웨이의 유사 축제가 난립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자치단체들의 빛 축제 개최로 라이트웨이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체브랜드의 인지도가 제고되고 축제의 대국민 인

지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조명상가의 홍보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유사 축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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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개최가 필요 

‐ 이 외에도 건축박람회, 디자인 페스티벌, 조명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라이트웨이 축제

를 활성화하고 중구의 조명산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강점/약점 

 기회/위협요인

강점(S) 약점(W)

• 을지로 조명상가를 토대로 
차별성 확보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 자체브랜드를 통한 축제와 

산업간 연계 기능
• 관광자원, 유관 행사 등과 연계 

가능성 

• 높은 상징성과 차별성을 지니는 
조형물, 구성행사 부족 

• 축제에 대한 자원투입 부족
• 을지로 조명상가의 인지도 부족 

기
회
요
인
(O)

• 조명의 다품종 소량, 맞춤형 
조명 수요 증가로 
중소업체의 중요성 부각

• 관광-산업 연계된 전시 수요 
증가

• 서울시 도시 빛 기본계획 
추진 

[SO전략]

• 자체브랜드의 상품성 강화
• 서울시 행사, 박람회 등과의 

연계성 강화

[WO전략]

• 도시 및 기본계획과 연계한 행사 
추진 및 국비, 시비 확보 노력 

• 민간건물, 중구의 랜드마크 
등과의 협업 강화로 축제 
콘텐츠 발굴 

• 서울시 주최 행사에 중구 
조명업체의 작품 출시, 외관 
조명 조형물 설치 등으로 상가 
인지도 제고

위
협
요
인
(T)

• 조명의 IT 등 신기술 융합 
기술 필요로 을지로 
조명산업 경쟁력 저하 

• 대규모 전시 공간 부재
• 빛을 주제로 한 유사 축제의 

난립 

[ST전략]

• 맞춤형 디자이너 상품과 타 
분야와의 협업 강화로 브랜드 
육성 및 홍보

• 을지로 조명상가의 스토레텔링 
방안 마련으로 축제 차별성 
확보 

[WT전략]

• 조명생산업체, 육성 지자체 
등과의 MOU로 
생산-디자인-축제 연계 

• 축제기간 개최되는 박람회등과 
관광 협력 추진 

[그림 5-2] SWOT 분석 결과

◦ (ST 전략) 강점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개선방안으로는 인테리어, IT기술 

등 타 분야와의 지속적인 협업 강화를 통한 부족한 신기술 융합에 대한 대응과 을지로 조명

상가를 통한 스토리텔링 강화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라이트웨이와 연계된 중구의 자체 브랜드인 ‘by을지로’는 기존의 디자인 상품 위조로 

박람회, 전시회 등의 출품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용이하나 높은 구매가로 대중 

접근성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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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조명제품과 IoT등 사물 인터넷 기술 연계, 스마트 조명 등 다양한 IT기술

과의 연계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디자인제품만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 

‐ 부천시 소재 조명생산 기업, 한국조명ICT연구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축제 시 판매 가

능성이 높은 소품 위주의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R&D업체

와 디자인업체, 그리고 중구 소재 조명산업 종사자 등과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중구 

조명상가에서 부족한 기술의 보완 필요 

‐ 한편 라이트웨이는 중구에 오랜시간 자리잡고 있는 조명상가를 주제로 축제를 추진한

다는 점에서 프랑스 리옹시의 빛 축제와 같이 스토리텔링 요소가 많으며 이는 향후에

도 축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축제의 스토리텔링의 개발과 

관련 콘텐츠 신설 필요 

‐ 중구 조명상거와 관련된 뮤지컬, 조명상가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곡으로 구성

된 연주회 또는 음악회, 조명상가의 상품들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전시회, 주요 전시물

과 조명상가를 둘러볼 수 있는 탐방 콘텐츠 등 조명상가의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축제 

콘텐츠의 개발 필요

◦ (WO 전략) 약점을 기회요인으로 극복하는 WO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국비, 시비 등을 

통한 축제 예산 확보 민간건물, 중구의 랜드마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서울시 행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자체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을 제안 

‐ 서울시는 현재 도시 빛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야경경관을 새롭게 구상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편승한 시비 및 국비 확보 전략 마련 필요 

‐ 타 자치단체 및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축제에 대표적인 조형물 또는 콘텐츠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라이트웨이의 연도별 실적을 보더라

도 예산규모에 따라 관람객의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또한 중구에는 한국은행, 서울역, 서울스퀘어 등 정부와 민간부문 랜드마크와 숭례문, 

광화문 등 역사 문화재도 많아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여 건물을 사용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한 후 시드니 비비드 페스티벌과 같이 조명 콘텐츠까지도 개발 가능

‐ 현재 중구 자체브랜드인 ‘by을지로’는 중구 조명상가와 같이 인지도가 대중적으로 부

족한 현실이므로,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을지로 조명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다양한 행사와 협업하여 전시 서울시 행사의 조명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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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중구의 랜드마크 야경 

◦ (WT 전략) 약점과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중구와 같이 조명산업 기술을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등과의 MOU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협업체계 확보로 축제의 

대상인 중구의 조명상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축제 콘텐츠 개발의 협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라이트웨이 축제와 박람회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필요 

‐ 중구 조명산업의 경쟁력은 축제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LED산업을 육성하

는 부천시 등과 MOU를 체결하여 주구 조명산업은 상품성을 강화한 디자인 개발 등

을 담당하고 부천시는 조명산업 기술, 타 분야와의 융합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향

의 협업체계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조명기술을 육성하는 산-학-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협업 

시도와 이를 통한 축제 콘텐츠 개발 등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축제의 차별성과 다양

성, 그리고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창출 등에 축제의 기여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 추가적으로 조명상품 개발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새

로운 축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조명관련 창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공방 등을 중구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축제에 출품할 작품과 기념상품 등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상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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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방 등을 만간부문 또는 대학교와 협업하여 설

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현재 중구의 대표 축제인 라이트웨이는 독창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박람회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통해 MICE산업의 구성요소로 축

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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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선방안 추진전략

1) 단기 추진 과제

◦ 전술하였던 SWOT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 가용자원 등의 수준에 따라 단

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구분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라이트웨이 축제 인지도 제고, 조명상가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자치 브랜드

를 통한 대중성 높음 상품 개발, 그리고 축제 품질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추진될 필요 

축제 차별화 

• 라이트웨이 축제 인지도 제고  
• 조명상가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 중구 소재 주요 랜드마크 활용 조명 콘텐츠 개발 및 축제 범위 

확대 

산업과 축제 연계

• 자체 브랜드의 대중성 높은 축제 기념상품 개발
• 박람회, 전시회 등과 관광상품으로 축제 연계
• 타 박람회 등 지원으로 자체브랜드 및 중구 조명상가 인지도 

제고

중구청 역할

• 서울시 내 유관 축제와 연계 개최 
• 타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MOU로 산학간 협업체계 구축 
• 중구 주요 민간, 정부 랜드마크 건물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국비 및 시비 공모사업과의 연계로 축제 예산 확대 

[그림 5-4] 분야별 추진 단기 과제 

◦ 축제 차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라이트웨이 축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축제 홍보, 타 축제와의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구 조명상가의 스토리텔링을 

기획하여 이와 연계된 콘텐츠 개발로 축제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구 소재

의 다양한 랜드마크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잠재적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필요 

◦ 산업과 축제의 연계를 위해서는 by을지로 브랜드를 통한 대중성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축제

에서 다량의 기념상품이 판매되어야 할 것이며 MICE산업과 축제가 연계되도록 하여 국내․외 

유관 박람회를 찾는 기업인, 연구자, 일반 대중 들이 축제를 방문하여 조명상가와 유관 산업 

종사자들이 연계․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자인페어 등에 라이트웨이 

축제 전시품 들이 다시 전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조명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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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중구청은 서울시 내 유관 축제와 라이트웨이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축제 예산의 증액을 위해 서울시 및 문체부 등의 공모

사업을 검토 및 지원의 필요. 또한 향후 다양한 기술과 중구 조명산업과의 협업을 위해 유사 

산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조명산업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MOU 검토 등도 필요 

2) 중장기 추진 과제

◦ 단기적 추진 과제 외에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민간부문의 협업 등이 필요하여 

단기적 과제를 추진한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축제 차별화를 위해 시드니 비비드 페스티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건물의 조명 시설 설치 

확대로 DDP-을지로 상가-서울역 7017로 이어지는 중구 주요 랜드마크가 축제 장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라이트 축제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되어야 국외 관광객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와에도 구축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산업과 축제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추진된 산업체 등과의 MOU를 바탕으로 

스마트 조명 등 기술융합 제품 등이 개발되어 중구의 조명상가가 낙후된 업체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할 필요 

◦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구청은 다양한 청년들이 중구의 조명산업체

를 창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방 등의 시설 설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이들의 작품이 축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공방 등의 시설이 자리 잡으

면 장기적으로는 조명전시 및 판매 시설 등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장기적으

로 중구의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축제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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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차별화

• 중구 랜드마크 활용 조명콘텐츠 개발․확대
• 조명상가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
• 해운대 빛 축제의 ‘해운대 은하수’, 시드니 비비드 축제의 

‘비비드 라이트’와 같은 핵심 콘텐츠 개발 

산업과 축제 연계 • ‘by'을지로의 신기술 융합 조명상품 개발․판매 

중구청 역할 

• 조명상가 창업 지원을 위한 인큐비이팅 시설 설치
• 조명작품 등 전시․판매 시설 지원  
• 중구 라이트웨이 축제 품질제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그림 5-5] 분야별 추진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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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ndustry Promotion Plan of the Lighting Festival “Lightway”

Sun-Young KimㆍDae-Yong HyunㆍIn-sook Kim

About 200 lighting stores are located between Euljiro-3-ga and 4-ga streets, and has 
established a reputation as a specialized industry in Jung-gu. However, these lighting 
businesses are very small and face great difficulties including slowing construction 
market and weak export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improve 
productivity that reflects the lighting industry trends, and ultimately have technology, 
product, price, and brand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lighting industry in Jung-gu 
is not well known to other cities and foreign lighting companies, so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build a competitive brand and actively promote it.
In an effort to promote and revitalize the lighting industry, Jung-gu has been hosting the 
annual light festival 'Lightway' since 2015, and in order to increase added value, the Seoul 
Design Foundation launched the project 'By Euljiro' in 2017 that connects companies and 
designers. Lightway, which marks the fifth anniversary this year, is not just a showcase 
event, but is presenting the future of the lighting industry by securing sales outlets and 
introducing young designers, while the level of completion and quality of 'By Euljiro' 
products is improving every year. In particular, the theme of festival is 'Euljiro Remix' 
this year meaning Euljiro lighting industry meets design to produce products, that are 
made of materials from Euljiro and can only be found in Euljiro, and to widely promote 
them as a joint brand ‘Euiljiro’.  
Nevertheless, 'Lightway' needs to be improved in many ways. Compared with the 
representative festivals of other local governments, the scale is limited due to the small 
budget invested, and the characteristics are diluted due to the overlapping elements wit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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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and festivals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gainst this backdrop, 
in order to develop the festival in the mid-to-long term perspective, it must establish 
an identity and serve as a platform for fostering and promoting the urban industry. 
'Lightway' has unlimited potential to combine with various exhibitions and fairs held in 
Seoul ranging from furniture, interior and exterior decoration, to architecture. In 
particular, Jung-gu has abundant tourism resources, and if it is associated with 
exhibitions and fairs related to the urban industry, it will have a positive ripple effect on 
the MICE industr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ew contents and the improvement 
of festival promotion system are an important part of fostering urban industry in 
Jung-gu.

Various festivals, exhibitions and fairs are held at home and abroad under the theme of 
lighting and light. Although they cover similar topics, they are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by constructing distinctive content. The 30-year-old light festival in Lyon, France that 
is held in early December every year, displays its characteristic through storytelling 
based on traditional religious events and develops by combining with urban regeneration. 
The Vivid Light Festival in Sydney, Australia, gives the bleak winter of the city (May) 
liveliness by combining its landmarks and lighting technology. Vivid Light is a part of the 
Vivid Sydney Festival, which has a distinc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spects with various 
contents such decorating the whole city with lighting technology, and shows and 
exhibitions which are combined with music and ideas. In Korea, Haeundae Light Festival 
using Busan's tourism resources is considered a distinctive example. Haeundae beach 
equipped with lighting facilities is used as important content of the festival. 
Haeundae-gu encourages merchants to participate actively by organizing a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with religious community, merchants and reside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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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time, Bucheon City is supporting R&D of related technologies and HR development 
by attracting research institutes instead of festival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local governmen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olicy, combined with independent 
private events, creates synergies 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ional image 
enhancement. The implications from the above cases show that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dustry is required, and the success factors of the 
festival includes the development of unique core contents, storytelling linked to local 
resources, act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local communities, and ful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The study suggests ways to raise the awareness of lighting stores and the 'By Euljiro' 
brand by vitalizing 'Lightway' and, by extension, to contribute to fostering and promoting 
Jung-gu's specialized urban industry.
First of all, in order to attract attention from the public, the landmarks will be categorized 
into historic places (e.g., Hanyang Doseong, the main building of Seoul Bank, etc.) and 
future-oriented places (e.g.,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lo 7017, etc.),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leading artists and artisans who lead the Jung-gu Renaissance, a 
spectacular view of art and technology including lighting can be created. Afterwards, it 
will be operated as a permanent exhibition, and commercialized as tourism products by 
expanding the period and scope through applying the cutting-edge lighting technology 
to modern buildings in a certain area in connection with other exhibitions and fairs held 
in Seoul. And, like ‘Haeundae Milky Way’ and ‘Vivid Light’, Lightway should develop its 
symbol to establish its identity and be selected as a cultural tourism festival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expand the scale of the festival and 
improve its qua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pular souvenirs to promote th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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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By Euljiro'. In addition, a team of collaborators should be formed and give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eve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Jung-gu to 
accumulate experiences and promote lighting stores and brands.
In the mid-and-long term, a cooperative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future 
lighting development such as smart lighting that integrates with other industries by 
applying eco-and-human-friendly lighting technology, hyper-connectivity (IoT), AI, 
and big data. By promoting MOU with research institutes, an 
industry-academic-institut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rough 
cross cooperation between Jung-gu specialized industries (e.g. furniture, 
tiles·ceramics, machinery·metal·precision, etc.),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Cost saving, quick commercializ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of new products can be pursued by encouraging small companies to 
cooperate. In addition, new technology products with aesthetic elements should be 
developed and sold on the market by adding touches of artists and artisans leading the 
Jung-gu Renaissance. Last but not leas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cultural contents 
such as musicals and music based on the storytelling of lighting stores to increase the 
effective value of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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