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산업의 역사

반도체는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장치의 입출력 및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으로 입출력, 감지, 연

산, 변환, 저장, 전달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반도

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전자기기를 제어/운용

하는 시스템반도체로 구분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는 

Software와 융합되어 전자기기의 부가가치를 결정한

다. 

반도체는 1947년 미국의 벨연구소에서 세계최초로 트

랜지스트를 개발함으로써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

은 1957년 트랜지스트로 만든 라디오를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58년 미국의 텍사스인스

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다수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공

간에서 집적되어 있는 집적회로를 개발하였고, 기술개

발이 가속되어 1970년에 미국의 인텔에서 1K DRAM, 

1974년 8bit CPU를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이후 애플, 

IBM에서 반도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

고, 만약 이 당시 반도체의 개발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

리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것이다. 이

후 반도체기술은 급성장하여 1983년 일본의 히다치에서 

1M DRAM을 개발하였고, 이어서 국내의 삼성전자가 세

계최초로 1G DRAM을 개발하였다. 반도체기술을 계속

하여 발전되었고, 이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되었다. 반도체는 휴대폰, MP3 등 모바일기

기가 세상에 창출되게 하였고, 우리에게 새로운 ICT문

화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지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의 기술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자

기기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65년 미국의 Commy사

가 한국에 반도체조립공장을 세우면서 최초로 시작하

였다. 이후 한국반도체가 설립되었고, 이것을 1977년 

삼성반도체가 인수하여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하였다. 

198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32K ROM를 

국내 최초로 자력으로 개발하였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RAM을 국내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상용화된 반

도체를 자력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1992년 64M 

DRAM, 1994년 256M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

로써 반도체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에는 수출을 100억불을 달성하였고, 1996년에는 메모

리반도체 세계 2위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이 52%로 1등이고, 수출이 571억불로 

단일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품

목으로서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반도체기술의 동향

반도체는 제품을 작게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여 왔다. 반도체의 크기는 3년에 50%씩 줄여서, 2000

년 이후 10년 동안 전자기기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

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반도체 제조기술의 기본단위인 

선폭의 크기가 2000년에 100나노미터를 돌파한 이후 

지금 20나노미터급의 제조기술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

다. 향후 반도체기술은 지속적으로 작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같은 면적에 많은 양의 반도체를 집적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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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폭을 만드는 기술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

을 만나고 있다. 그것은 노광과정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정밀한 빛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빛이 EUV(Extrem 

UltraViolet)인데 이 빛을 이용하는 장비가 현재 에너지

사용과 생산성문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좀 걸

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면적에 집적도

를 높이는 기술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Duble Patterning Technology, Quadruple 

Patterning Technology 등 현재의 빛으로 좀 더 작

은 선폭을 그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평면적 형태

의 반도체구조를 V-Nand, Monolithic 3D IC 등 수직

적 구조의 반도체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반도체를 적

층으로 쌓아올려 패키징을 하는 TSV 기술 등을 연구하

고 있다. 또한 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동차

용 부품, 낸드플래시 기반 저장 매체 (SSD1), eMMC2)) 

등에서 반도체의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헬

스케어, IoT,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에 의한 신규 기

술이 많이 창출될 것이다. 기존 반도체 소자 및 제조공

정의 미세화가 새로운 공정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진

행되는 동시에 저전력/고성능/고집적을 위한 차세대 소

자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2차원 평면 구

조 트랜지스터의 집적도 및 성능 한계로 인해 화합물반

도체, Ge(게르마늄), 그래핀 등의 채널 대체 신소재 및 

FinFET3), 나노와이어(Nanowire) 등 3차원 구조 소자 

기술 개발 경쟁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초저전력 구동

을 위한 tunnel FET, NC FET, NEM FET등의 다양한 

차세대 소자가 활발히 연구중이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초미세 신소자 기술과 함께 비용 효율적인 TSV4), SiP5) 

등을 이용한 3차원 적층 집적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반도체 축소화/저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계/소자/공정/모델링의 협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기술은 디지털 정보 통신 시대로의 본격적 

도래 및 다양한 응용 제품의 스마트화 요구를 기반으로, 

PC/컴퓨팅 중심의 반도체 수요에서 다양한 산업 영역으

로의 응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변화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현황

국내 시스템반도체는 공정 기술 난이도가 증가하고 이

에 따른 공정 설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전문 팹리스와 조립 전문 파운드리로 분화되고 있다. 공

정 기술의 미세화에 따라, R&D 비용 및 Fab 구축 초

기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업 구조를 통한 투자비용의 절

감 및 제품 출시 시기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글

로벌 Fabless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으

로 인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고, 동시에 규모의 경제, 생산 유연성, 효

율 경영 등의 이유로 제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산업이 

꾸준히 팹리스산업과 협력하며 성장 중이다. 따라서, 메

모리와 달리 다품종 설계 및 생산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

어 설계, 제조 등 분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

요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설계 및 기술개발이 필요

하다.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2013년 3,181억불에서 

2017년 3,586억불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그 중 시스

템반도체는 2013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965억불 시장

을  형성하여 전체 반도체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2017년까지 연평균 4.3% 성장이 예상

되어 2.3% 성장이 예상되는 메모리반도체의 성장을 상

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시스템반도체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나 시장확대

와 기술향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시스템반

도체 산업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미지 센서, 최근에는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와 같은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는 메모리 산업에 비해 세계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2009년에

야 삼성전자가 Top 10에 진입하여 2013년 현재 4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Top 20내에 국내 기업은 부재한 상

황이다. 동부하이텍과 매그나칩반도체는 아날로그 파운

드리로 특화하여 아날로그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산업은 그간 앞선 기술력과 대규모 

1) SSD (Solid State Drive): 반도체 (주로 낸드플래시와 일부 DRAM)을 기반으로 하는 저장 매체 

2) eMMC (embedded Multimedia Card): MMC 규격의 낸드플래시 저장 매체와 컨트롤러를 one-chip화한 제품

3) FinFET (Fin Field Effect Transistor): 지느러미 형태로 다중 게이트를 구현한 3차원 구조 트랜지스터

4) TSV (Through Silicon Via):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

5) SiP (System-in-Package): 패키지 수준의 싱글 칩 집적 기술

진공 이야기  Vacuum Magazine │2014 09 September36



설비투자를 통해 ‘02년 이후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

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하고 있다. 최근 엘피다 매각 등 구조조

정으로 D램 산업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

제로 재편되며, 규모의 경쟁보다 부가가치 확보에 주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D램과 낸드의 한계에 따른 뉴

메모리 상용화가 2016년경 시작되며 IBM(STT-M램), 

파나소닉(Re램), 인텔, 중국기업 등 신규 시장 진입을 

추진이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높은 경기 변

동성과 투자 위험, 막대한 Fab 신설비용(3.3억불), 대규

모 R&D 비용 등으로 뉴메모리 만으로 신규 진입이 쉽

지 않을 것이다. D램, 낸드 등 現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

하여 저전력, 고속처리, 비휘발성 등의 장점을 갖춘 차

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메

모리간 적층(대용량 구현) 또는 메모리-CPU 등 서로 

다른 제품간 적층(성능 향상) 등 3D 적층 및 솔루션 기

술개발 경쟁 중이다. 

국내 반도체장비산업은 국내 업체들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수요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여력도 부족하여, 디스

플레이, 태양광 등 기타 분야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

으나, 글로벌 불황으로 여의치 않은 가운데 2013년이후 

국내 수요기업의 투자축소가 가시화되고 있어 경영애

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AMAT, Lam, ASML, 

KLA-Tencor 등 글로벌 선도업체들은 인수·합병 등

을 통해 全공정 토털 패키지화를 추진하여 현재는 물

론 미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

히 2013년 세계시장점유율 1위 AMAT(17.4%)는 3위 

TEL(13.3%)의 합병을 발표하여 세계시장점유율  31%, 

매출 14조원, 직원수 3만명, 특허 3만건 의 거대장비업

체가 탄생이 예정되어 있다. 

반도체산업의 미래와 전략

향후 반도체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PC에서 모바일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에너지, 바이오 

분야로 발전되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

다. 또한 국가경제에서도 많은 선진국가들이 선진국의 

경제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인 반도체를 발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마땅히 지금보다 더 좋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필

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

도체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취약하다. 향후 우리 반도

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의 세계 1위 수성과 시스템반도

체의 세계 2위 확보, 반도체장비의 국산화율 50% 달성

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안정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반도

체분야의 팹리스 육성과 반도체장비분야에서의 장비부

분품의 수준개선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반도체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세계시

장 적극 진입하여야 한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CPU 

코어를 국산화하여야 하고, SW-SoC 융합 R&D를 확대

하여야 하며, 새로운 분야인 에너지 절감형 전력·에너

지 반도체를 국산화하여야 하고, 팹리스와 파운드리간 

공생적 파운드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중소 팹리

스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야 하고, IP 뱅크를 활성

화하고 SW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메모리반도체는 미래 이슈에 적기 대응으로 글로벌 경

쟁력 지속하여야 한다. 먼저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사

업을 본격화하여야 하고, 메모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유휴 메모리 팹 및 IP 활

용방안 마련하여야 한다. 

장비와 부품은 장비 산업 주요 현안기술 개발 착수하

여 하며, 반도체 핵심소재 및 핵심 장비부품 개발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소 장비기업 전용 

테스트 센터 구축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력/인프라면에

서는 수급구조 개선 및 양적/질적 향상 도모하여야 한

다. 

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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