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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
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에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① 국가전략 ② 국가 반도체 기금 ③ 커촹반(科創板)
④ 세제지원 등을 활용하고 있음.
-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는 반도체를 중점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특히 미국의 제
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약점이 되고 있는 설계 소프트웨어(EDA), 고순도 소재, 중요 제조장비 및 제조기
술, IGBT, MEMS, 첨단 메모리 기술, SiC 및 GaN 등 3세대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쏟을 전망임.
- 제2기 국가 반도체 기금이 2019년 10월부터 29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였으며,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도
2019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자금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
- 2020년 8월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고 2021년 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감.

▶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우리 반도체 공
급망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대비 △인재유출 방지 및 적극적인 인재확보 △전략적인 R&D 투자로 비교우
위 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새로운 선도적 핵심 기술·공정(choke-point) 개발이 중요한 시점임.
-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아직 낮아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
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한국, 일본, EU와의 국제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큼.
-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기회 활용과 동시에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심
사제도 강화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무한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상 필수불가결한 핵심기술(choke-point)을 선점하기 위한 R&D를 강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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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은 자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해소차원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 구축과 함께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
산 역량 저지에 나섬.
◦ 백악관은 2021년 6월 8일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서』1)를 발간하고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분석을 통
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
◦ 같은 날 미 상원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진과 R&D 지원에 5년 동안 520억 달러를 편성한 「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통과시킴.
◦ 2021년 4월 8일과 6월 24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하고 6월 3일에는 중국의
군(軍) 관련 반도체업체에 대한 금융투자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 이에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세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도체 국
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음.

2.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반도체의 중요성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2035년까지 2020년 GDP 수준의 두 배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15년간 연평균 4.73%의 경제성장 달성이 필요함.2)
- 중국은 이를 위해 ‘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 발전전략’과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자립자강(自立自
强)식 성장전략을 채택
- 그리고 구체적 수단으로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채택: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정책임.

■ 중국의 양신일중 정책 중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핵심은 신형 인프라(新基建) 투자정책으로, 크게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반도체 관련성임.
- CCID(China Center for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 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는 향후 5
년간 중국이 신형 인프라 투자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함.
- 구체적으로 신형 인프라 투자의 7대 영역은 ① 5G 네트워크 ② 전기차 충전소 ③ 고속철도 ④ UHV 송
전 ⑤ 데이터센터 ⑥ AI ⑦ 산업 IoT임.3)
1) The White House(2021. 6. 8),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6/100-day-supply-chain-review-report.pdf.
2) 세계은행(World Bank Group)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2019년 발간한 Innovative China: New Drivers of Growth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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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신형 인프라 구축 계획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5G, 산업 IoT,
위성인터넷 등), 신기술 인프라(AI, 클
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데이터
처리 인프라(데이터센터, 스마트컴퓨
팅센터 등)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인프
라 등과 같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인프라를 업
그레이드한 인프라

과학연구, 기술개발, 제품의 연구·제
조를 위한 공익성을 가진 인프라로
중대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
라,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등을 포함

자료: CCID(2020. 6), 「中国“新基建”发展研究报告」.

그림 1. 신형 인프라별 중국의 연간 투자예상 금액(2020~30년)
(단위: 매년, 십억 달러)

자료: Bloomberg(2020. 5. 20), “China’s Got a New Plan to Overtake the U.S. in Tech.”

■ 대규모 신형 인프라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도체는 스마트폰, 전기차, 항공기, 무기 시스템, 인터넷 및 전력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 및 군사 시
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민군겸용(dual-use) 제품으로 경제 및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자리잡음.
- 따라서 앞으로 첨단반도체 연구·개발·설계·제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양신일중 프로젝트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3)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工业互联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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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형 인프라별 관련 반도체 수요 전망

자료: SEMI(2021).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미국의 제재
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
■ 세계반도체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규모는 2010년 570억 달러에서 2020년 1,434억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함.

그림 3. 중국의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WSTS, 중국 반도체 시장규모는 IC Insights, 성장률은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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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하며 같은 기간 글로벌 반도체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6%를 두
배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임(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은 3%에 불과).
- 2019년 미·중 무역 마찰과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3%로 둔화되기도 했지만,
2020년 다시 9.0% 성장하며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를 담당
함.4)

■ 그러나 시장규모에 비해 반도체 자급률은 상당히 낮으며,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로 「중국제조
2025」에서 목표로 했던 수준(2020년 40%, 2025년 7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시장규모는 약 1,430억 달러인 데 반해 중국 내 생산은 227억 달러(15.9%), 중
국기업의 중국 내 생산은 83억 달러(5.8%)에 불과함.
- 2013년부터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을 넘어서며 수입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반도체 수
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도 2020년 -2,337억 달러로 지난 2010년 대비
두 배 증가함.
그림 4. 중국 반도체 시장규모 vs.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역량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C Insights(2021. 1).

나. 반도체 관련 미국의 대중국 제재
■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수출통제 △ 투자제재 △ 금융제재

4) 최종 수요 기준으로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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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제] 미국은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를 활용하여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제품 등이
중국의 특정 반도체 기업에 사실상 수출되지 않도록 제재하고 있음.
- 2018년 「수출심사현대화법(ECRA)」 제정 이후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직접적으로 Entity List에 등재한
경우는 총 6건으로, 푸젠진화반도체, 하이실리콘, 화웨이, SMIC, 파이티움, HoShine Silicon Industry
가 Entity List에 올라감(표 2 참고).
- 그러나 현재까지 Entity List에 올라간 대다수의 중국기업이 AI, 5G, 슈퍼컴퓨터, 로봇, 고속철도, 드론,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관련 기업으로 첨단반도체 의존도가 높음.

표 2. 미국의 중국기업 Entity List 추가 추이(음영은 반도체 기업 직접 관련)
일시

이유

산업

대표기업

1

2018. 10. 30

국가안보

반도체

JHICC(福建省晋華集成電路有限公司)

2

2019. 5. 15

국가안보

5G

Huawei 본사 및 계열사 포함 68개사

3

2019. 6. 24

국가안보

슈퍼컴퓨터

Sugon, Higon 등 5개사

4

2019. 8. 14

기술탈취,
국가안보

원자력 발전

CGN과 그 자회사 등 4개사

5

2019. 8. 19

국가안보

5G, 반도체

Huawei 해외 계열사 46개사

6

2019. 10. 7

신장위구르 인권

AI

Hikvision, Dahua Tech, iFLYTEK,
SenseTime, Megvii 등 28개사

7

2020. 5. 22

신장위구르 인권

AI, 로봇, 사이버보안,
슈퍼컴퓨팅

Qihoo 360, CloudMinds Inc. 등
24개사

8

2020. 7. 20

신장위구르 인권

바이오, 고속철도

Xinjiang Silk Road BGI, Beijing
Liuhe BGI, KTK Group 등 11개사

9

2020. 8. 17

국가안보

반도체, 5G

Huawei 해외 계열사 38개사

10

2020. 8. 26

남중국해

ICT, 해저케이블, 건설

CETC-7, CETC-30, Shanghai
Cable Offshore Engineering 등
24개사

11

2020. 12. 18

국가안보, 인권

드론, 반도체, 우주항공

DJI, SMIC을 포함한 60개사

12

2021. 1. 14

남중국해

에너지

CNOOC

13

2021. 4. 8

국가안보

슈퍼컴퓨팅 반도체

Tianjin Phytium을 비롯한
슈퍼컴퓨팅 관련 반도체 설계회사
7개사

14

2021. 6. 24

신장위구르 인권

반도체 및 에너지

HoShine Silicon Industry 등 5개사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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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수출통제로 네덜란드 ASML사의 EUV 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된 SMIC는 10nm 미만 첨단반도체
제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HiSilicon은 14nm급 기린 AP 생산을 중단함.
-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도 중국은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
한 수출통제까지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 SMIC는 2020년 초 ASML과 성숙노드5)용 DUV 노광장비 계약 연장(12억 달러 상당)

■ [투자제재] 미국의 투자제재는 2018년 FIRRMA 제정과 CFIUS의 대미투자 심사강화를 통해 중국기업의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를 막는 방법으로 활용됨.
- 중국은 2014년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촉진 강요」, 2015년 「중국제조 2025」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기
술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기업 M&A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초기 몇 건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수를 차단하고 있음(표 3 참고).

표 3. 중국의 해외 반도체 인수시도 사례
연도

피인수 대상

분야

인수 주체

결과

2014

Ominivision

CMOS

Hua Capital
Management

인수 성공

Micron Technology

메모리

Tsinghua Unigroup

철회

ISSI

팹리스

Uphill Investment

인수 성공

Mattson Technology

식각 장비

Western Digital
Corporation

메모리

Aixtron SE

증착 장비

Lattice Semiconductor
Corp.

팹리스

Qualcomm

팹리스

Broadcom

대통령 지시/불허

Xcerra

테스트 장비

UNIC Capital
Management Co.

불허/철회

2015

2016

2017

2018

Beijing E-Town
Capital
Unisplendour
Corporation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Canyon Bridge Capital
Partners

인수 성공
불허/철회
대통령 지시/불허
대통령 지시/불허

자료: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특히 미국이 CFIUS의 심사권한을 강화하고 2019년 「외국인심사현대화법(FIRRMA)」이 시행됨에 따라 해
외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수시도와 함께 CFIUS의 반도체 기업 인수 관련 심사 건수도 급
격히 줄었음(그림 5 참고).

5) 선단공정(advanced node)과 대비되는 최첨단이 아닌 성숙된(오래된) 공정을 의미(matur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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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시도 건수와 CFIUS 심사 건수 추이
(단위: 건수)

주: 2020년 6월 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Law(2020. 6. 12), “ANALYSIS: Semiconductors Made CFIUS.”

■ [금융제재] 최근 미국은 중국 군산복합체 관련 기업 59개사에 대한 직·간접 주식 투자를 금지하였는데, 이 중 7개사가
반도체 기업임(표 4 참고).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기존에 SDN-List(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를 통해 리스트에 오른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
산동결 및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해왔음.
- 2020년 12월 OFAC는 일괄적인 금융제재가 아닌 관련 부처가 금융제재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
도록 Non-SDN Menu-based Sanctions List를 도입하고 그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NS-CCMC List를
추가하였음.
- 2021년 6월 3일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NS-CCMC 리스트를 NS-CMIC6) 리스트로 개정하며
기존 44개 중국 기업을 59개로 수정 확대하였음.
◦ SDN-List: 中央军事委员会装备发展部, CEIEC 등 252개 entity(금융거래 금지)
◦ NS-CMIC: 59개 entity(금융투자 금지)

6)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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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 재무부 OFAC NS-CMIC 리스트 중 반도체 관련사(2021. 6. 3)
기업명

분야

1

Changsha Jingjia Microelectronics Co. Ltd

GPU

2

China Electronics Corporation(CEC)7)

FPGA, MCU, Analog

3

SMIC

파운드리

4

Zhonghang Electronic Measuring Instruments Co. Ltd

정밀기계장비

5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

Ion Implantor

6
7

Fujian Torch Electron Technology Co. Ltd.
Huawei Technologies Co. Ltd.

Capacitor
팹리스(HiSilicon)

자료: U.S. Department fo the Treasury, “Non-SDN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anies List”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4.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
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
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8)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가. 국가전략
■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중국의
약점이 되고 있는 설계 소프트웨어, 고순도 소재, 중요 제조장비 및 제조기술, IGBT, MEMS, 첨단 메모리 기술,
SiC 및 GaN 등 3세대 반도체 등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함.
- 중국은 2021년 3월에 승인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혁신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매년 7% 이상 늘릴 것을 명기함.
7) Huada Semiconductor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이전에는 Hua Hong Semiconductor Ltd.를 소유.
8)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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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21년의 기초 연구비를 전년대비 10.6% 증액하고, 「기초 연구 10개년 행동계획」을 책정 · 실시할
것을 담는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중시하겠다는 전략임.
-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7대 분야로는 ① 인공지능(AI) ②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팅 ③반도체 ④ 뇌과학
⑤ 유전자 바이오 기술 ⑥ 임상의학 ⑦ 심해, 극지, 우주관련 기술을 언급함.

■ 5년 전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하여 어떤 세부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5년 동안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분석함으로써 5년 후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대략적으로 전망해볼 수 있음.

발표 연도

2016

2021

표 5. 13차 5개년 계획 vs. 14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반도체 육성 목표
5개년 계획
목표 및 강조 분야
계획 추진 결과
설계: HiSilicon
반도체 설계
제조: SMIC
13차 5개년 계획
제조(14nm 로직)
테스트 및 패키징: JCET
(중국제조 2025)
패키징 산업
장비: NAURA, AMEC 등
제조장비(성숙노드)
선진기업 육성
반도체 설계툴
제조(10nm 미만, 첨단 메모리) 미국의 대중견제 분야(설계툴, 제조장비,
14차 5개년 계획
IGBT, MEMS
소재) 중심으로 자체 역량 개발·강화
고순도 소재 및 중점장비
전망
SiC, GaN 등 3세대 반도체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国发〔2015〕28号」,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
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 2015년 「중국 제조 2025」 발표 당시 반도체 분야 중 집중 육성 분야로 반도체 설계, 제조, ATP9) 분야
를 들었고, 2016년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에서 14nm 로직 칩 생산과 14~28nm 관련
장비·소재·기술·테스트·패키징으로 구성된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 실제로 지난 5년간 HiSilicon(설계), SMIC(제조), JCET(테스트, 패키징), NAURA(장비), AMEC(장비) 등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
서 세부적으로 열거한 반도체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힘을 쏟을지 예견할 수
있는 대목임.
-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 분야(설계툴, 제조장비, 소재)를 중심으로 자체 역량 개발·강화에 적
극 나설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음.

나. 국가 반도체 대기금(‘빅펀드’)
■ 중국은 2014년 9월 200억 달러 규모의 제1기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빅펀드)을10)
설립하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였으며 2019년 10월 290억 달러 규모의 제2기 빅펀드를 설립함.

9) Assembly, Test, Packaging.
10) National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vest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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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배분의 관점에서 제1기 빅펀드는 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 분야에 집중되었고 제2기 빅펀드는 중국
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누락된 연결 고리를 보완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 발전촉진강요」에 따르면 제조 부문에서 2015년 32/28nm 양산, 2020년
16/14nm 양산을 목표로 함.
그림 6. 빅펀드 1기 투자 분야
(단위: %)

자료: 招商银行研究院(2019. 4. 27), 「半导体行业报告」.

- 중국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 리스크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
◦ 국가의 의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위한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킴.
- 국가 반도체 대기금은 지방정부, 금융기관, 사회자본, 기업, 연구기관, 세제 및 연구 개발 인센티브와 같
은 전통적인 보조금과 결합하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례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킴.
◦ 중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는 7만 3,000여 개에 달하며 2020년에만 2만여 개가 신규 등록함.
표 6. 빅펀드 1기 투자 주체 및 비중
투자 주체

금액(억 달러)

비중(%)

1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52.2

36.46

2

국가개발금융유한책임공사(国开金融有限责任公司)

31.9

22.29

3

중국연초총공사(中国烟草总公司)

15.9

11.14

4

북경역장국제투자발전유한공사(北京亦庄国际投资发展有限公司)

14.5

10.13

5

중국이동통신집단공사(China Mobile)

7.2

5.06

6

상해국성 그룹(上海国盛集团)

7.2

5.06

7

우한금융공전 그룹(武汉金融控股集团)

7.2

5.06

8

기타

6.8

4.78

9

우선주 발행

58.0

28.84

합계

200

100.0

자료: 招商银行研究院(2019. 4. 27), 「半导体行业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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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커촹반(科创板)
■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은 하이테크 기업, 혁신형 신흥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2019년 7월에 개설되었는데 특히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의 장이 되고 있음.
- 2020년 중국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의 약 70%가 커촹반에 상장됨.
- IPO 절차 간소화와 등록제 도입도 그 배경에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 커촹반의 중점 유치산업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임.
- 대표적으로 2020년 7월 SMIC의 신속한 상장은 중국당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사례임.
◦ SMIC는 2019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폐지를 단행한 이후 2020년 7월에 A주식을 발행하며
커촹반에 상장
◦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는 SMIC의 상장 신청에서 실제 상장까지 걸
린 기간은 단 29일로 사상 최단 기록을 세우며 중국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음.

라. 세제 지원
■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4일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통지(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첨단기
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
- △세제 △투융자 △R&D △수출입 △인재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등 8개 정책 분야에서 반도체·소프트
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조치 강화를 통해 반도체·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을 표명함.
- 기존에 중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집적회로 설계기업에 대해서 「집적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정책의 공고11)」에 따라 흑자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세금을
반감함. 혹은 흑자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 동안 세금을 반감하는 등의 세제
우대조치를 실시해왔음.
- 그러나 2020년 8월 통지는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와 수입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표 7 참고).
- 중국의 광다증권(光大证券)은 소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향후 3년 내에 중국의 반도체 상장사 중 대부분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12)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내 반도체 상장사의 2019년 소득세 총액은 25억 6,000만 위안(약 4,310억
원)이었음.

11) 「关于集成电路设计和软件产业企业所得税政策的公告」,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19-10/15/content_5440223.htm.
12) 第一财经(2020. 12. 17), 「四部委敲定集成电路企业所得税优惠政策 最高可十年免税」, https://www.yicai.com/news/100881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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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반도체 산업 관련 중국의 새로운 세제 지원 내용 요약
대상 기업

기업
소득세

관세

지원 내용

① 회로 선폭이 28nm 이하이고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프로젝트

흑자 연도부터 10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② 회로 선폭이 65nm 이하이고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프로젝트

흑자 연도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법정 세율인 25%에서 절반 감세

③ 회로 선폭이 130nm 이하이고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프로젝트

흑자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법정 세율인 25%에서 절반 감세

④ 국가가 장려하는 집적회로의 설계, 장비, 재료,
포장, 테스트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흑자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법정 세율인 25%에서 절반 감세

⑤ 국가가 장려하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
프트웨어 기업

흑자 연도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에는 세율 10%로 기업소득세를 징수

① 회로 선폭이 65nm 이하의 로직 회로, 메모리
생산기업 및 회로 선폭이 250nm 이하의 특수
공정 집적회로 생산기업(포토마스크, 8인치 이
상 웨이퍼 생산기업 포함)

자사에서 사용하는 생산용 원자재, 소모품, 클린룸
전용 건축자재, 관련 시스템과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② 회로 선폭이 500nm 이하의 화합물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첨단 패키징 테스트 기업

자사에서 사용하는 생산용 원자재, 소모품의 수입
관세 면제

③ 국가가 장려하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 소
프트웨어 기업 및 상기 ①, ② 중 집적회로 생
산기업과 첨단 패키지 테스트 기업

자사에서 사용하는 설비 및 계약에 근거하여 시설
에 부대하여 수입되는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 부
품, 예비부품 중 수입 면세 제외 목록에13) 포함되
지 않는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 면세

자료: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중국 재정부(财政部）등 3개 부처는 2021년 3월 16일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를 발표하고 ‘통지’에서 언급된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내용을 구체화함.
-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자체 생산을 위해 성능이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세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합동으로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반도체
생산업체, 선진포장 테스트업체,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원자재, 부품 생산업체를 목록화함.
- 시행기간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임.

■ 중국 재정부(财政部）등 3개 부처는 2021년 3월 29일과 4월 22일 ‘통지’에서 언급된 세금우대 적용기업에 대한
조건을 구체화함(표 8 참고).
-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기업이 세제우대를 받기 위해서 국가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인재 요건과 R&D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임.
13) ‘국내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외상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
的进口商品目录》)’, ‘수입 면세불가 중대기술장비와 제품 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에 기재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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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특허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 등록한 특허 개수를
세제우대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강제기술 이전 논란이 다시 한번 야기될 가능성이 큼.

표 8. 2021년 3월, 4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세금우대 적용조건 구체화 내용 요약
분야

세금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

법인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기업
-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

산업 정책

- 중국의 국가 배치 계획 및 산업 정책을 준수
최소 30~50%의 인력은 학사 이상 인력이어야 함
학사 이상 인력

인재

- 제조기업: 30%
- 소재, 장비, 패키징 및 테스트기업: 40%
- 설계기업: 50%
R&D 인력은 전체 인력의 15~40% 이상이어야 함

R&D 인력

-

제조기업: 15~20%(8인치 이하 15%)
소재, 패키징 및 테스트기업: 15%
장비기업: 20%
설계기업: 40%

연간 R&D 투자금액은 영업소득의 최소 2~6% 이상
R&D

-

제조기업: 2%
패키징 및 테스트기업: 3%
소재기업: 5%, 장비기업: 5%
설계기업: 6%

- 핵심 IC 관련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IP 권한을 보유
- R&D,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최소 5~8개의 승인된 특허를 보유
지식재산권
- 장비, 소재,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 최소 5개
- 설계기업: 최소 8개
중점 직접회로
설계 분야
투자, 매출, 소득

- (1) 고성능 프로세서 및 FPGA 칩 (2) 메모리 칩 (3) 스마트 센서 (4) 산업, 통신, 자
동차 및 보안 칩 (5) EDA, IP 및 설계 서비스
- 연매출에서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0~60%

자료: 「关于做好享受税收优惠政策的集成电路企业或项目、软件企业清单制定工作有关要求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国家发展改革委 财
政部 国家税务总局公告(2021年第9号)」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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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의 첨단반도체 부문을 포함한 혁신역량 개발을 방해하고 있음.
- 미국은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으로 중국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방해하는 기술 탈동조화
(tech-decoupling)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또한 6월 8일 미 상원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외교 안보·산업·기술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혁신경쟁법(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하는 등 중
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임.
- 원천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첨단반도체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특히 신형 인프
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은 자체적인 원천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등 기술 선진국과 협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상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세계 최대 시장 역할을 수행 중임.
-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현재 자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자체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 단기간에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반도체 역량 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
적인 대응은 외국과의 협력 또는 외국 기술기업 유치 및 인수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임.
◦ 중국은 기술협력을 위해 RISC-V, OCP(Open Compute Project) 및 ORAN Alliance와 같은 미국 주
도의 오픈소스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전략도 동시에 구사
◦ 일본에서는 2021년 초 중국업체들의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 대량 구입으로 인해 중고 반도체 장비 가격
이 전년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중고 노광장치 등 핵심장비는 3배 이상 가격이 급증14)

■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기회 활용과 동시에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함.
-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한·중 간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임: 가능성 있는 분야로는 미국이
현재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반도체 분야(3세대 반도체) 또는 미국의 관심이 적은 범용 반도체 분
야를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그나칩 인수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한
일본 및 유럽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심사제도가 느슨한 우리 반도체 기업, 특히 기술력을 보
유한 신생기업에 대한 M&A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 정부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를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14) 日本経済新聞(2021. 2. 28), 「中古半導体装置、中国が大量購入 米制裁で国産化急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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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반도체 수요 시장을 보유한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음.
- 내수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내수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반도체 품질 개선을 꾀하는 전략을 갖고 있음.
◦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의 30%, PC의 17%, 데이터센터 및 기업용 서버의 25%를 중국이 차지
◦ 2020년 TSMC의 중국 내 매출은 83억 달러로, 만약 TSMC의 성숙노드 매출을 SMIC가 상당부분 잠식할 경
우 중국 내 반도체 자급률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임.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는 데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도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반도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시 기술 이전에 관한 부분에는 유의해야 할 것임.
- 중국은 2020년 12월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2021년 1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법(外商投
资安全审查办法)」, 2021년 6월 「반 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을 발효시켰는데, 이러한 법·제도를 통해
특정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림.
◦ 중국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세금, 관세, 자금 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우대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외
기업 중 중국에 생산시설을 포함한 반도체 역량을 구축하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IP(특정 개수의 발명 특허) 소유권을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중국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잠재적으로 중국정부가 특정 기술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될 수
있음(중국 밖에 존재하는 모회사의 특허 수는 세제우대 고려 시 해당사항 없음).
◦ 특히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중국에 등록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수출통제, 기업에 대
한 투자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 외국제재법」을 활용하여 미국 제재를 따르는 현지 한국기업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우리는 기존의 경쟁력 유지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상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핵심기술(choke-point)을 확보하기 위한
R&D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최근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이 모두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반도
체 산업은 무한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큼.
◦ 미국: 「CHIPS for America」 법안을 통해15) 반도체 산업에 2022년부터 5년간 520억 달러 투자 계획
◦ EU: 2030 Digital Compass 차원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투자 계획
◦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① 파운드리 유치 ② 로직 반도체 설계 개발 강화 ③ 그린이노베이션과 3세대
반도체 ④ 반도체 산업 체질강화 작업에 나섰음.

15) 2021년 6월 9일 상원에서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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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는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
한 분석 △인재유출 방지 및 적극적인 인재확보 △전략적인 R&D 투자로 비교우위 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새로운 선도적 핵심 기술·공정(choke-point) 개발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시점임.

표 9. 현재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지점(choke-point)

공정
설계툴
제조
(Fabs)

웨이퍼 제조 장비
(Wafer
manufacturing
and handling tools)

증착 장비
(Deposition tools)
조립, 패키징 장비
(Assembly &
packaging tools)

노광 장비
(Lithography tools)

핵심 기술
EDA & 핵심 IP

보유국
국가

점유율

미국
점유율

중국
점유율

미국, 유럽

94%

74%

3%

첨단 로직 반도체(<10nm)

대만

92%

0%

0%

메모리 반도체

한국

44%

5%

14%

Crystal growing furnaces

독일

100%

0%

0%

오스트리아

83%

5%

0%

Crystal machining tools

95%

0%

0%

Wafer handling tools

88%

6%

<1%

100%

0%

0%

84%

<1%

3.1%

Dicing tools

85%

2%

8.6%

Resist processing tools

96%

<1%

<1%

>90%

0%

0%

네덜란드

100%

0%

0%

독일

100%

0%

0%

Wafer bonders and aligners

Spin coating tools
Tube diffusion and
deposition tools

일본

EUV resists
EUV photolithography tools
EUV laser amplifiers and
mirrors

자료: CSET(2021),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Assessing National Competitivenes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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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시
2020. 8. 4

2020. 12. 11

2021. 3. 16

2021. 3. 29

2021. 4. 22

일시
2020. 8. 28

2020. 9. 19

2020. 10. 17

2021. 1. 9

2021. 1. 18

2021. 6. 10

부록 표 1. 중국의 반도체 세제
제목
「새로운 시대 직접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16)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17)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18)
「세금 우대를 받는 집적회로 기업
또는 프로젝트 및 소프트웨어
회사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통지」19)
「국가가 권장하는 집적 회로
설계, 장비, 재료, 포장 및 테스트
기업의 조건 공고」20)

지원 관련 최근 정책 및 법규정 제정 추이
주요 내용
명확히 중국 본토의 반도체 재료와 설비산업의 발전을 격려한
다고 언급하고 △세제 △투융자 △R&D △수출입 △인재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등 8개 정책 분야의 지원조치를 정함.
기업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과 신구(新舊) 소득
세 우대정책의 연계 문제를 명확히 함.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부품에 대한 수입관
세를 면제
「새로운 시대 직접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관련 절차, 조건 그리고 우대 세
제 혜택을 받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 구체화
「새로운 시대 직접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중 집적 회로 설계, 장비, 재료, 패
키징, 테스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적용 기준 수정

부록 표 2.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도 정비 동향
법률규정
주요 내용
「수출 금지·제한
23개 첨단기술 분야를 추가하여 수출 제한·금지 항목이 164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
개로 증가
技术目录)」 조정
등재 기준 및 제재 수단을 명시: 1)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및 개발 이익을 침해 2) 시장 거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국의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합법적인
발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
미국 ECRA와 유사, 12월 1일 발효
口管制法)」 채택
「외국법의 부당한 역외 적용을
부당한 외국법을 따르는 제3국 기업들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막기위한 조치
(인민법원)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
피해를 본 중국기업들에 정부의 지원도 가능해짐
用办法)」 공표 및 발효
「외국인투자안전심사법(外商投 중국 전역에 적용 가능한 신형외자관리 시스템 도입
资安全审查办法)」 발효
중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외국이 자국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
「반 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여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발효
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이행에 참여한 외국
의 개인 및 조직을 블랙리스트(보복행위 명단)에 추가

16)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8/04/cont
ent_5532370.htm.
17) 「关于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公告」,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2/17/content_55
70401.htm.
18)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3/
29/content_5596564.htm.
19) 「关于做好享受税收优惠政策的集成电路企业或项目、软件企业清单制定工作有关要求的通知」,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3/30/content_5596739.htm.
20)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公告(2021年第9号)」,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
4/26/content_5602315.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