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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운드리 산업 동향과 TSMC

  ○ 1987년 설립된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는 실리콘 파운드리(foundry) 전문회사로서, 팹-리스 반도체 분야의 성

장과 시너지를 통해 개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오고 있다. 

  ○ 파운드리 수요자층(market-segment)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

체 반도체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커다란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도 파운드리 사업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1. 전 세계 반도체시장의 총 수익

  ○ 1950년대 반도체산업의 폭발적 성장이후, 반도체산업의 총수익은 1960

년대까지 지수적으로 증가하 고 이후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연

평균 성장률이 약 16%에 이르 으나, 2000년 이후 산업경제의 둔화로 

201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은 단지 6%만이 예상되고 있다. 

  ○ 본고는 앞서 제시한 전체 반도체 IC산업의 성장률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하나의 모색방안으로 파운드리 업체에 주어진 도전적 과제와 비

즈니스 기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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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운드리의 성과

  ○ 1987년, TSMC는 종합 반도체업체(IDM :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에

서 아웃소싱된 웨이퍼생산을 특성화하는 파운드리 전문 업체로 변화하

다. TSMC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전용 파운드리(dedicated foundry)의 

도입을 통해 43%의 연평균성장률을 달성하 다. 

  ○ 파운드리 업체는 팹리스 설계회사의 성장과 종합 반도체업체(IDM)제품

의 아웃소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배

경을 통해 고객들에게 중요한 부가가치를 제공하 다.

    –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과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공정기술 확보와 제

공 

    – 사용자에게 설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 환경의 발전

3. CMOS 로직(logic) 기술의 확장과 다른 기술들과의 결합

  ○ 파운드리 사업은 CMOS 로직(logic)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바탕으로 성

장할 수 있었으나, 향후 고수준의 포화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센서(image sensor), 마이크로프로세서(CPU, MCU 그리고 DSP), 메모

리, 그리고 아날로그와 같은 로직 이외의 IC에서 시장진출은 현저히 저조

한 상황이다. 

  ○ 본고에서는 향후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

시하고 있다. 

    – 저가격 고성능의 스케일링(scaling)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CMOS 

로직 시장으로의 확장(핸드폰 응용기기, 게임시스템, 디지털TV, LCD 

디스플레이, MP3 기기 등의 가전기기들)

    – 기존 파운드리에서 연동해오지 않았던 비CMOS기반(non-CMOS based)

기술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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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복잡성의 관리(managing design complexity)

  ○ 소자 스케일링 기술의 발전으로 회로-설계의 복잡성과 제작비용이 크게 증

가하면서 최신 기술 노드에서의 설계 도입비율(the rate of introduction)이 

감소하고 있다. 

  ○ 따라서 파운드리가 경쟁력 있는 IP(rubust IP)와 설계 라이브러리, 그리

고 EDA 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설계의 복잡성을 감소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 트랜지스터가 나노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실리콘 소자의 특성변화로 

인해 수율(yield)과 제품성능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파

운드리는 설계자가 제품의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민감도

(design sensitivity)에 관한 자료(DFM, Design-For-Manufacturability)를 

제공해야한다.

  ○ 파운드리는 DFM의 제공과 별도로 설계자를 위한 포괄적인 환경조성을 

마련하고, EDA 툴, IP, 라이브러리와 같은 공인된 설계-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고객에게 공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5. 고객과의 파트너 관계

  ○ 고객과 철저하고 폭넓은 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미래 파운드리 사업의 

또 다른 중요 요소이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 파운드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가격, 전력소모, 성능 및 품질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정기술의 접목이 가능해진

다. 

    – 고객은 목표로 설정된 생산주기(cycle-time)와 웨이퍼 수량을 보장받을 

수 있고, 파운드리의 라이브러리 툴을 통해 목표한 설계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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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은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최신설계환경을 통해 복잡한 설계와 제

조수율 및 품질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 파운드리의 비용 절감

  ○ 소자 스케일링(scaling)이 진행됨에 따라, CMOS 0.25um급과 45nm급 기

술 사이에 설계상에 비용격차가 10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신기술인 

45nm 공정의 경우 US$5B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향후 파운드리는 고객

을 위한 가격절감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파운드리가 최신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효

율적인 제조가격의 감소가 가능하다. 

    – 일례로, TSMC는 300mm 웨이퍼로의 전이(transition)를 통해 웨이퍼 가격

의 절감과 높은 수율(yield)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TSMC가 보유

한 새로운 300mm 장비를 모두 운용할 경우, 매월 100K 용량을 초과하는 

이른바 “기가-팹(Giga-fab)"의 구현을 통해 가격절감이 가능해 진다. 

  ○ CMOS기술의 발전과 무어의 법칙(Moore's Law)은 차후에도 상당기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나노-기술(nano-technology)개발

에 의해 발생될 비즈니스 기회가 예상되므로, 파운드리 업체는 최신의 

공정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R&D와 설비투자가 요구된다.

7. 파운드리 사업의 미래 성장성

  ○ IC-산업의 전반적인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TSMC의 웨이퍼 생산율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체 IC산업에서 파운드리 사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까지 약 

40%에 가까운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효과(impact revenue)가 기대되고 

있다.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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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운드리는 이제 전체 반도체 공급망(supply-chain)에서 필수적인 부분

이 되었고, 앞으로도 IC 산업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세부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 다. 

    – 향후 파운드리 사업은 새로운 로직(logic)IC시장으로 보다 확장될 전

망이지만, 기존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분야(RF, mixed signal, high 

voltage, non volatile memory, embedded DRAM) 또한 진출할 필

요성이 있다. 

    – 고객과의 확고한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미래에 파운드리 사업에 있

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이상적이지만, 고객은 파운드리를 자신

에게 포함된 하나의 기술팀으로 인식함으로써, 제품의 가격과 성능 

그리고 time-to-market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Morris Chang, “Foundry Future: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ISSCC 2007, 

2007,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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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현재 차세대 45nm급 CMOS 공정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또는 하이닉스(Hynix)와 같은 세계적 메모리 반

도체 전문회사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의 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개별반도체인 디스크리트(descrete)까지 포함

하면 전체 반도체시장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D램 가격 등락이 심한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가격변화가 적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 대만은 한국과 달리 TSMC, UMC와 같은 비 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있다. 그 중에 TSMC는 1987년 

Morris Chang에 의해 국가적 차원으로 설립된 파운드리 회사로, 비 메

모리 반도체시장에서 4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시장전

체를 이끌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Hynix의 비 메모리 역인 CMOS Image Sensor(CIS)로의 사업진출, 

동부하이텍의 130nm 급 CMOS RF/MS 파운드리 서비스 준비, 그리고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45nm급 CMOS 파운드리 서비스 등은 앞으로 

보다 확대될 국내의 파운드리 사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의 동향과 향후 성장전략은 이렇듯 국내

에 일고 있는 비 메모리사업의 진출과 맞물려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