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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이란?

지구

지구 전체와 지각의 주요 구성 요소
https://slidesplayer.org/slide/1329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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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규소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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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수:
• 30,000개
• (screw level까지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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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747 기준
• 부품수 : 약 45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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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64 Gbit DRAM:
•

부품수: 2  64  109 개 이상

• 무어의 법칙 (영어: Moore's law)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
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경험적인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
어가 1965년에 내 놓은 것이다.

8

세계 반도체회사

https://www.icinsights.com/news/bulletins/Intel-To-Keep-Its-Number-OneSemiconductor-Supplier-Ranking-In-2020/

반도체 회사: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 종합반도체
Foundry 반도체 위탁생산
Fabless (Fabracatio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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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 시장과 반도체 /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https://www.redhat.com/ko/topics/cloud-computing/what-is-paas

• Cloud/Data Center
• 주요 기업: AWS, Azure, Google Cloud
• 시장규모:
• worldwide cloud market grew 33% this
quarter to $36.5 billion (2020 Q3) (Canalys
reports)

• 관련반도체: CPU/메모리/통신/Power 및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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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 시장과 반도체 / 인공지능
•

시장규모:
• USD 21.46 billion in 2018
• USD 190.61 billion by 2025, at a CAGR of 36.62%

•

CPU<GPU<NPU (TPU)
• CPU: 인텔, AMD, Arm
• GPU: 엔비디아, GPU기반의 data 센터 (매출 ½ 이상이 데
이터센터)
• 엔비디아의 주식: 1999년 1.64달러 현재 550불

•

알파고 (구글)
• 알파고 판 (초기버전, 판 후이): CPU 1200-1900개, GPU
170-280개 (인텔과 엔비디아)
• 알파고 리 (이세돌): TPU 48개 (구글)
• 알파고 마스터 (커제) :
• 알파고 제로 : 혼자 학습 TPU 4개

•

구글, 아마존, 애플, 삼성, SK하이닉스 등 거의 전세계 기업

이세돌 대 AlphaGo 4:1 AlphaGo 승리
1 MW: 20 W (5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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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 시장과 반도체 / 자동차용 반도체
•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

2019년 2.6% global market, 40% growth/year

• 현재 차량용 반도체 200-300개
• 자율주행 (level 3) 2000개 반도체
• 자율주행의 세력전
• 테슬라/반테슬라 동맹 (엔비디아, 아우디, 다이뮬
러, 현대기아 등)/애플카/구글
•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
• FSD (full self driving)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삼성
전자 제작
• 2022년 부터 TSMC에서 개발
• Mobile Eye와 협력, nVidia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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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도전과 미래

우리나라 반도체산업현황
10대 수출품목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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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의 위기?
일본: 1980-1990년대 반도체 강자

•

• 1989년 일본 기업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
율은 53%
• 1990년엔 세계의 반도체 기업 톱 10 가운데
6개
• 1985 플라자합의
• 1986 미일반도체 협정
• 일 반도체 관세 100%
• 일본 내 미국반도체 점유율을 20%로

대만: 미래의 반도체 강자

•

TSMC와 nVidia 등의 시장 점유율 확대
세계 반도체의 대만 생태계

•
•
•
•

•

nVidia의 사장 Jeshen Huang
AMD의 사장 Lisa Su

시가총액기준: TSMC, 삼성전자, nVidia 순서

Liang-Gee Chen, ISCAS 2021, Key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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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과 백악관 반도체 회의
• 2020년 화웨이 대상 반도체 수출 규제
•
•

상무부 거래 제재 명단 (2020년 12월) 화웨이와 150개 계열
사, 통신업체 ZTE,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연간 10조원 규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실

• 백악관 반도체 회의 (2021년 4월 12일)
•
•
•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와 희토류, 자동차용 배터
리, 의약품을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해 이들의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미 반도체산업협회: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 차
지 비중 1990년 37%, 2021년 12%로 급감

• 대만 TSMC는 중국고객사와 거래 단절
•
•

2020년 5월 19일 화웨이 제재 강화 방침 발표 사흘만에
TSMC는 화웨이 신규 수주 포기
2021년 4월 15일
•
•

조 바이든 대토령과 세계 19개 반도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와
화상회의 이후
TSMC는 중국 주문 사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업체
인 페이텅(Phytium)의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음
[출처: 중앙일보] TSMC는 "中 주문사절"…백악관 다녀온 삼성전
자 선택은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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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사 투자 현황

• TSMC
•

올해 사상 최대 투자 (2021년) 250-280억 달러 (27조31조원)
•

초미세공정 확대가 꼽힌다. 5㎚(1㎚는 10억 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에는 극자외선(EUV) 공정

• 2023년까지 1,000억 달러(약 113조 원)를 투자
하겠다는 계획
•

12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HXV
6JY
• 중국 난징 공장에 28억8700만달러(약 3조2000
억원)를 투자
•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 라인을 증설 선
폭 28㎚

•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
해 검토

• 삼성전자
•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관련 투자는 2020년 6
조 원에서 2021년 12조 원으로 늘릴 것
•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 외
•
•

반도체 수요에 맞춰 새로운 생산 라인을 준비 중
170억 달러(약 19조 원)를 투자해 2024년 완공

• 중국 시안에 현재는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
를 추가로 투자해 2단계 증설
• (TSMC 40조원 미국 투자, 삼성전자는 19조원)

• SK 하이닉스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120조원을 투자
• 인텔 메모리사업 10조에 인수 중국 다롄에 운
영중인 메모리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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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반도체의 동향

• 미국
• 인텔 CEO 팻 겔싱어

• 인텔 IDM 2.0
• 애리조나 팹 건설 22조원 (200억 달러 투자)

• 유럽연합
• 19개국은 반도체에 대한 아시아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최대 66조원을 투
자

• 마이크론

• 일본·대만과 협력 강화… ‘반도체 밀월’ 바라만
보는 삼성
• 최첨단 D램 양산..대만에 공장 증설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6/13/DDSBZ
HFTA5FBJASVSWONKYGKXA/ 2021년 6월 13일 기사

• 최첨단 D램 양산..대만에 공장 증설

• 중국
• 정부 차원에서 총 55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두 차례 조성
• 2025년까지 10년 동안 173조 원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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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의 어려움
• 삼성전자 평택공장 2019년 3월
•

전력 급한 삼성 반도체, 750억 떠안고 송전탑 '3중 공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0335.html

• 안성 '오폐수 방류 반대'…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난항 2020년 2월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051807Y
• 美·中 반도체 공장 2년이면 짓는데…韓, 전기 끌어오는 데만 5년 2021년 4월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2262921

• 화관법, 화평법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50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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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전자신문 https://post.naver.com/viewer/image.nhn?src=https%3A%2F%2Fpostphinf.pstatic.net%2FMjAyMTA1MTRfMjcw%2FMDAxNjIwOTUzMTk4NjEz.5kSW0euwWV5nJUgifKOkBT2s5_V1_so76
UwR6CYW8iMg.8cmggdlo1X0T0vzaDqEEhsZBI4qbVt11C3mbvcaQPwMg.JPEG%2F1412987_20210513173747_499_
0002.jpg

•

2021년 5월 13일
• 2030년까지 510조원 투자

•

【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
• ➊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R&D 최대 40~50% /
시설투자 최대 10~20%)
• ➋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
• ➊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 확보
• ➋ 정부, 한전에서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최대 50% 공동분
담 지원

•

【 전주기 인력 양성 】
• ➊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
• ➋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 5개 신설

•

【 기술개발, 특별법 등 지원 】
• ➊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개발에 1.5조
원 이상 투입 추진
• ➋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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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미래 예측
• Foundry 및 반도체 생산품 확대
•
•
•

EUV 등 생산장비 수급 문제
반도체 공급 부족 -> 공급 과잉
일부 영역에서의 구조조정

• 중국 반도체의 고립화 지속
• 미국 반도체 주도권 상승
•
•

반도체 시장의 급변 보다는 새로운 시장 확대
국방관련 반도체 제품 관리

• 대만 반도체의 선전
•
•

대만 반도체 연합의 미래 기술 주제 선점
반도체 생태계, 기술, 투자, 협력 우위

EUV (Extreme Ultra Violet)
EUV 파장 13.5 nm
Cf. Deep UV: ArF 193 nm
대당 약 2000억원
ASML 독점
연간 50 여대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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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대한민국 반도체
• 기술성, 시장성에서 우위 확보가 필요
•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 인력 양성
• Foundry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사회 갈등의 해결

It’s just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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