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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자주화
움직임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고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선진 장비·소재, 화학품, 소프트웨어, IP 등의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간 무역 마찰 및 기술 경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자급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대만전자장비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만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의 자급률은 각각 1%, 15%에 불과함.
- 이에 대만은 대내적으로 고급 인재의 육성·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의 대만 투자유치를 확대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 특히 대만은 자주적 산업 생태계 및 안정적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및 신설,
첨단 기업 리쇼어링, R&D 보조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국내외 고급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향후 대만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미래 반도체 및 핵심
장비·소재 분야의 기술 관련 신규 우위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전망임.

▶ 다만 대만은 반도체 관련 기술, 산업, 인재, 자금 등의 조치를 각 부처별로 지속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는
5년 단위의 단기 계획 위주이고 실행계획 및 집행일정, 성과평가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범부처적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한국·대만 간 경쟁 심화 및 기
회 확대의 영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 내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나 소재·장비의 국산화 및 전량 대체는 기술 난이도로 인한 소요시간 및 수준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공급선 다변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의 세부 과제 추진에 있어 대만이 TSMC, UMC, ASE 등 자국의 대표 반도체 대기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산학연 연계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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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 미·중 간 마찰 및 경쟁, 일본의 대한국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확산과 함께 주요국의 반도체 전략 수립 움직임이 가속화됨(표 1 참고).
- 반도체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의
자주적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상호 경쟁의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비교우위와 전문적 분업구조에 기인한 기존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1)
표 1. 주요국의 반도체 전략 및 주요 내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주요 내용
·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사용화 사업 추진’, 전력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 축소 지원계획
· ‘K-반도체 전략’으로 공급망 구축 및 R&D 투자 세액 최대 40% 공제,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
· △설계·제조·소부장·장비·패키징 K-반도체 벨트 조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세제·금융·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및 강화 △반도체 위기 대응력 제고
· 「CHIPS for America Act」를 통해 2024년까지 반도체 장비 및 제조시설 투자비의 40% 수준 세액공제, 150억
달러(한화 약 17.6조 원) 규모의 연방기금 조성 후 미국 내 피운드리 건설 지원
· 「America Foundries Act of 2020」을 통해 반도체 설비 확충·핵심 생산기술 R&D에 250억 달러(한화 약 29.3
조 원) 투자
·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 및 개발 강화,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국내 반도체 제
조기반 재생, 경제안전 보장 관점에서의 국제전략 추진
·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엔(한화 약 213.5조 원) 투자, AI 칩 및 차세대 컴퓨팅 사업에 100억 엔(한
화 약 10.7조 원) 투자
·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에서 EU 점유율 20% 달성 목표
· EU 예산 중 RRF(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를 통해 향후 2~3년간 1,450억 유로(한화 약 199조 원) 투자
· ‘중국제조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
· 신시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해 반도체 소재 및 설비 산업 발전 추진
· 제14차 5개년 경제규획(2021~25)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주: 환율은 2021. 8. 23 매매기준율 기준, 1달러=1,173.2원, 1엔=1,067.66원, 1유로=1,375.05원을 적용함.
자료: 오태현(2021), p. 7 재인용; nipa(2021), 「글로벌 ICT 주간동향-미국, 중국, EU, 한국 등 각국 정부 자체 반도체 칩 생산 추진; 관계부처 합동(2021),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대만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따른 단기적 반사적 이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요국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자주화가 미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여 혁신 능력의 강화를 통한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국산화율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경제·사회 활동 확산과 5G, AI, IoT, 스마트 응용 등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반사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그림 1 참고).
- 대만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국 GDP, 민간투자, 수출, 부가가치 등 성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2019년 대만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과 반도체 생산액은 각각 전체 대만 GDP의 7.9%와 14%를 차지했으며,
22만 명의 고용을 창출2)
1) 行政院(2021), 「六大核心戰略產業推動方案(核定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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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중 간 갈등 심화와 중국의 자국 공급망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 가속화는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의 제약 가능성과 함께 미래 마찰의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 미·중 간 무역 및 기술 마찰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대만기업의 수주 감소로 연결되는 상황 발생

- 특히 대만은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를 비롯해 장비·소재의
자급비율 제고가 핵심 과제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경쟁력의
유지와 함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 추진이 필요함.
◦ 2020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 규모는 68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중 대만은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
총 230억 달러의 반도체 장비를 일본(23.7%), 미국(22.2%), 폴란드(21.7%)로부터 수입3)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은 주로 자본집약형 및 자본·노동 집약형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R&D 집약형 분야에서의 열위로 인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그림 3 참고)

그림 1.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

그림 2. 대만 반도체 산업 분야별 생산 추이

자료: WST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Autumn 2016 - Spring
202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대만반도체협회(TSIA), 「2019年第四季/2019年台灣IC產業營運成果出爐」
및 「2021年第一季台灣IC產業營運成果出爐」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3.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별 주요 국가 부가가치 비중(2019년)
EDA 및 핵심 IP(3%)
R&D
집약형

로직(30%)
DAO(17%)
메모리(9%)
제조장비(12%)

자본
집약형
자본·노동
집약형

소재(5%)
웨이퍼 제조(19%)
조립·포장·검사(APT)(6%)
Overall Value Chain 구성
반도체 소비 비중

자료: BCG & SIA(2021),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Value Chain.”

2) 劉佩真(2020), 「國內三大園區之半導體群聚發展概況」.
3) 經濟部統計處(2021. 2. 5), 「我國半導體設備產業可望連續9年創新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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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및 자주적 생태계 구축 강화의 추세 속에서 대만이 반도체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시하는 전략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만은 미래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경쟁력의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 전략 중 하나로 첨단 디지털 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제시하고 있음.
- 대만은 중요 산업정책으로 ‘6대 핵심 전략 산업4)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디지털 및 민생·전략비축물자 산업
분야에 반도체 육성계획을 포함하고 있음(그림 4 참고).5)
◦ [정보·디지털 산업]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와 영역별 혁신 응용발전의
촉진을 통해 대만 ICT 기술의 국제 경쟁력 우위 유지를 목표로 함.
※ △차세대 반도체 소자 및 칩 관련 핵심 기술 개발 △Å(옹스트롬, 0.1nm) 반도체 검측기술 및 물리적 극한
반도체 소자·소재 개발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 서브시스템 개발 등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개발
※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개발에 있어 △규제성 소재 우선 연구개발 △완제품 검증·실측 △국내 화합물 반도체
장비 발전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 [민생·전략비축물자 산업] 국가 중요 산업에 필요한 원료·소재 등 전략물자의 비축과 생산 능력의 향상을
목표하면서, 그중 반도체 장비·소재의 자주화 촉진계획을 제시함.

그림 4. 대만의 6대 핵심 전략산업 및 육성 방향

6대 핵심 전략산업

정보·디지털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반도체 첨단 제조
공정 개발
·5G·AIoT 응용
및 수출
·국산 5G 오픈
랜(O-Ran) 솔
루션 통합

정보보안

·5G, 반도체 분야
보안기술 및 AIoT,
의료 등 신흥 영역
보안 솔루션 개발
·보안 테스트베드
구축, 전임교원 확
충 등 정보보안 교
육여건 개선

정밀 헬스케어

국방·전략

민생·전략비축물
자

친환경·신재생에
너지

·유전자·건강보험
빅데이터 DB 구
축, 데이터 분석 및
공유 활성화
·AI 기반정밀예방·
진단 시스템, 치료·
간호시스템, 정밀방
역 시스템 개발

·[항공·선박] F-16
자주적 유지보수, 군
민협력, 항공·선박
공급망 완비
·[항공우주] 위성 원
격 측정기술 개발,
항공우주 제품 검사
인증 제공, B5G 통
신위성기술 구축, 항
공우주 분야 국가 브
랜드 제고

·에너지 자주화, 민생
물자 강화, 의료물자
자급력 제고, 식량안
보 능력 강화
·차량용 배터리 자주
개발, 반도체 장비·
소재 국산화 추진
·철강, 기계, 전기, 자
동차, 통신전자, 식
품, 시멘트, 화학 원료
등 15개 중요 공업물
자 안정적 공급 확보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20%까지 확대
·2025년까지 해상풍
력 및 태양광 누적 설
비 용량 각각 5.7GW,
20GW 도달
·산업단지·연구개
발 기지 구축, 아·태
지역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

자료: 中華民國國家發展委員會, 「六大核心戰略產業推動方案」; 行政院(2021), 「六大核心戰略產業推動方案(核定本)」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6대 핵심 전략산업’은 △정보·디지털 △정보보안 △정밀 헬스케어 △국방·전략 △민생·전략비축물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임.
5) 行政院(2021), 「六大核心戰略產業推動方案(核定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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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국가발전계획(2021~2024)’을 통해 안정적 성장 추진과 대외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 주도의 새로운 경제발전 2.0 전략을 표명함.6)
◦ 2017년에는 국내외 새로운 산업·기술·생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 △디지털 건설 △궤도 건설 △도·농 건설
△녹색건설 △물환경 건설 △인재 육성 △저출산 대응의 ‘미래 기초 건설계획’(2017.9~2025.8)을 발표

■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우위를 확보하고자 함.7)
-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선진 장비·소재, 화학품, 소프트웨어, IP 등을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및 자주화 추세 등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대만은 6대 핵심 산업 육성과 함께 △소재 공급 현지화 △선진 패키징 장비 국산화 △기술 자주화 △외국
기업 장비 제조 현지화 등을 통해 대만을 ‘반도체 선진 제조 공정의 중심’으로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선기를 잡고자 함.8)
- 2021년 4월 대만행정원은 반도체 제조, 인재, 기술 및 자원 등의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 유지와 제고를 촉진하는 전략 방향을 다시 한 번 표명함.9)

가. 반도체 제조기반 강화
1)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및 연계
■ 대만은 3대 반도체 클러스터10)를 중심으로 전문적 분업 구조와 안정적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기반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선진 제조공정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함.
-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과학단지의 확장 및 신설, 산업
클러스터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 신주과학단지의 제3~5기 표준 공장 리노베이션에 2035년까지 약 273억 NTD를 투입해 △공장 면적 6배 확장
△취업인력 5,848명, 연간 생산액 약 412억 NTD로 확대 △토지·수자원·전력·소재 공급의 원활화를 지원11)
◦ 한편 △가오슝 차오터우(高雄橋頭), 자이(嘉義), 핑둥(平東) 과학단지 신설 △타이난 산업단지 확장 등을 통해
기업의 대만 내 투자 확대와 산업 클러스터 효과 제고를 추진12)
6) 國家發展委員會(2020), 「國家發展計畫(110至113年)」.
7) 自由時報(2021. 4. 15), 「固台灣半導體國際戰略地位 政院︰從3方面突圍」, https://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3500578(검
색일: 2021. 7. 28).
8) 工商時報(2020. 9. 25), 「蔡總統：打造半導體先進製程中心」, https://ctee.com.tw/news/policy/341734.html(검색일: 2021. 7. 28).
9) 行政院(2021. 4. 15), 「穩固臺灣半導體地位 蘇揆：從各方面強化競爭力 讓臺灣持續領先」, https://www.ey.gov.tw/Page/9277F759E41CCD91/68
54b2c7-9cb4-464c-88ac-210e5d77e1a5(검색일: 2021. 7. 28).
10) 1980년 신주과학단지(新竹科學園區)를 시작으로 북부(신주), 중부, 남부에 걸쳐 조성된 대만의 3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는 세제 지원 및 연구개발
보조 등 정부 우대혜택을 토대로 성장해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옴.
11) 科技會報辦公室(2021. 4. 15), 「美中科技戰下臺灣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
12) 行政院(2021. 5. 21), 「加速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穩固我國在全球半導體產業鏈的關鍵地位」,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
1DA11E/6bbd5511-ca28-4133-b7f1-0467d37f6e8a(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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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추가로 2030년까지 반도체 소재 클러스터를 대만 남부 지역에 조성하여 소재 및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확대와 연구개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임.13)
◦ 가오슝의 기존 소재 및 석유화학 산업 클러스터의 장점과 순환기술 및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관련 중요 계획을
연결해 TSMC, ASE, Winbond, Win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남부 반도체 소재 ‘S회랑’을 조성(그림 6 참고)

그림 5. 대만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현황(2020년 9월 기준)

그림 6. 대만 반도체 소재 ‘S회랑’ 구상

<3대 반도체 클러스터>
위성단지

위성단지
위성단지

· 신주과학산업단지
· 신주(新竹)산업단지 · 주난(竹南)산업단지
· 룽탄(龍潭)산업단지 · 퉁뤄(銅鑼)산업단지
· 중부과학산업단지
· 타이중(台中)산업단지
· 허우리(后里)산업단지
· 후웨이(虎尾)산업단지
· 남부과학산업단지
· 타이난(台南)산업단지
· 가오슝(高雄)산업단지

자료: 經濟部招商投資服務中心, 「優勢產業-半導體」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科技會報辦公室(2021. 4. 15)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첨단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
■ 대만은 제도적 우대혜택을 통해 첨단 분야의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한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여 핵심
제조 장비 및 소재의 해외 의존도 축소와 반도체 공급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대만은 △‘5+2’ 산업 혁신14) 영역 △고부가가치 제품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 △GVC 내 핵심 위치 △자체
브랜드의 국제 판매 △국가 중요 산업정책 관련 투자 등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대만기업의 본국 회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기술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13) 위의 자료.
14) ‘5+2 산업 혁신 계획’은 2016년 대만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해 시작한 전략으로 △IoT △바이오 의약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기계
△방위(항공우주, 잠수함, 정보보안) 산업 △신농업 △순환경제 분야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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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미·중 마찰로 피해를 입은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원활한 본국 회귀와 투자를 지원하는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장려 행동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표 2 참고).
- 이와 함께 2019년 8월부터 리쇼어링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자금회귀특별법(外資金匯回專法)」을 발효하여
세금 환급 및 과세율 인하를 통한 해외자금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고 있음.
◦ 회귀 자금에 대해서는 법안 실시 첫 일 년 동안 8%의 과세율을 적용, 2년 차에는 10%가 적용되지만, 실질투자의
진행 후에는 경제부가 발행하는 실질투자 증명서를 첨부해 4~5%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이 가능15)
◦ 2019년 8월 15일~2020년 8월 14일 기간 동안 해외 회귀자금의 실질 송금액은 총 1,390억 NTD로, 산업별로
△정보기술(30.8%) △소비재 및 화학(22.4%) △금속·기계(11.1%) △기타(35.6%)의 비중을 차지16)

표 2.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장려 행동방안(歡迎臺商回臺投資行動方案)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중국에 2년 이상 투자 진출한 대만기업 중 미·중 무역마찰 충격으로 본국 회귀 및 투자 희망 기업
·제조업 생산라인에 스마트 기술 요소 혹은 스마트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조건

△‘5+2’ 산업혁신 영역 △고부가가치 제품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 △국제 공급사슬(GVC) 핵심 위치
△자체 브랜드 국제 판매 △국가 중요 산업정책 관련 사업 투자 등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대출 한도

국가발전기금을 통한 5,000억 NTD 규모

은행 대출이자
정부 보조

· 중소기업: 1.5% 대출이자 지원, 대출기한 5년
· 대기업: 20억 NTD 이하 0.5%, 20억~100억 NTD 0.3%, 100억 NTD 초과는 0.1% 보조, 대출기한 5년

기타 우대혜택

△외국인 근로자 비율 최대 40%까지 허용 △용지 △안정적 수력·전력 공급 △세무 전담 서비스제공

목표

3년간 9,000억 NTD의 투자 유치, 7만 7천 개 일자리 기회 창출

자료: 行政院(2021. 7. 20), 「投資台灣3大方案—政府挺企業投資台灣」; Invest Taiwan 사이트(https://investtaiwan.nat.gov.tw)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반도체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 대만은 반도체 제조 분야의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장비·소재 기술 영역의 도약을 통해 전략 자원 및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선진 제조공정의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17)
- 대만 반도체 산업이 2030년까지 1나노(nm) 웨이퍼 제조공정 진입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사슬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핵심 위치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18)

15) 自由時報(2019. 4 2), 「海外資金匯回「直接投資」 稅率減半、不限產業」, https://ec.ltn.com.tw/article/breakingnews/2746201(검색일: 2021. 7. 28).
1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2020. 9. 1), 「대만 리쇼어링 동향(해외자금회귀전문법 시행 1주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17) 行政院(2021. 5. 21), 「加速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穩固我國在全球半導體產業鏈的關鍵地位」,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
1DA11E/6bbd5511-ca28-4133-b7f1-0467d37f6e8a(검색일: 2021. 7. 28).
1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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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만의 반도체 미래 첨단과학 연구 강화 영역 및 추진 방향
영역 구분

연구 계획

주요 내용

실리콘
반도체 영역

Å세대 반도체 계획
(2021~2025)

·12인치 전(前) 공정 핵심 장비 및 3D 칩 패키징 장비의 최종 고객사 테스트 통과 가속화
·수출규제 소재의 자주화 보조, 고속·저소모 연산 소자의 개발 및 응용 지원

화합물
반도체 영역

화합물 반도체 계획
(2021~2025)

·반도체 산업사슬의 업·다운 스트림/상하위 노드 연결, 8인치 핵심 제조공정 장비 개발
가속화, Sic(탄화규소, 제3세대 반도체 소재) 분체 및 8인치 Sic 웨이퍼 자주화 추진
·전기차(오토바이, 전기버스) 및 친환경에너지(풍력)에 고출력 소자 응용, 통신(5G/6G)
및 저궤도 위성에 고주파 소자 응용

양자 영역

양자과학 연구 계획
(2021~2025)

·양자연산, 양자통신에 초점, 실리콘 기반기술 발전
·10년 후의 연산 수요 대응, 대만 반도체의 미래 발전 공간 확대

자료: 行政院(2021. 5. 21), 「加速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穩固我國在全球半導體產業鏈的關鍵地位」.

1) 미래 반도체 기술의 자주화
■ [기술 개발] 대만은 기술응용 분야의 발전과 확대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추진함.
- [AI 반도체] 대만정부는 2018년부터 ‘AI Edge 반도체 제조공정 및 칩 시스템 연구개발 특별계획’을 통해 AI
Edge19)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대만 반도체 업계가 엣지 AI 시장에 진입하는 난관을 돌파하고,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급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함.20)
◦ △미래 첨단 소자, 전자회로 및 시스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 및
AI 칩 △IoT 시스템 및 보안 △자율 주행차 및 AR/VR 적용 소자 △신흥 반도체 제조 공정·소재·소자 등 6대
미래 핵심 기술의 개발 촉진
◦ 정부는 과학기술 예산 중요 항목에 웨이퍼 설계와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21) 2018~21년까지 4년간
총 40억 NTD를 AI 프로세스 칩과 차세대 반도체 설계·제조 공정 기술, 인재 개발에 투입할 계획

- [Å세대 미래 반도체] 대만은 미래 10년간 실리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미래소자와 전기회로, 소재,
제조공정 검증기술 등의 조속한 연구개발을 통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임.
◦ 미래 반도체와 관련하여 초고주파 통신소자 관련 기술과 프로그램밍 이종 접합 패키징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22)
◦ [Beyond 5G/6G 반도체 소자 발전] 차세대 B5G/6G 무선통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III-V족 초고주파 기초소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고주파 출력 증폭기 개발·설계 및 미래 모듈 설계기술과
결합해 B5G/6G 핵심 반도체 모듈 기술의 자주화를 실현
◦ [3D 적층 및 이종 접합기술 구축] 시스템형 3D 적층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밍 이종 접합기술을 발전시키고
AI on Chip 계획에 따라 제정한 이종 접합 공통 인터페이스에 맞추어 IoT 첨단 반도체 프로젝트의 이종 접합
설계 플랫폼을 연계하여 고가의 반도체 소량 맞춤형 AIoT 산업사슬을 구축

19) 엣지(Edge) AI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인공지능(AI)을 구동하는 기술로 굳이 클라우드로 가지 않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게 함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103).
20) 行政院(2018. 10. 17), 「半導體射月計畫—強化我國半導體產業核心關鍵技術」,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A11E/188491a9-1
1d2-4159-8631-35642cb039ce(검색일: 2021. 7. 28).
21) 經濟部招商投資服務中心, 「優勢產業-半導體」.
22) 經濟部(2020), 「Å世代半導體-先端技術與產業鏈自主發展計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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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대만은 반도체 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연구기관 및 산·학·연을 연계하는 공동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
- 2019년 1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대만반도체연구센터(TSRI)’를 출범시켜 설계, 제조 공정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개방형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7월 대만행정원 과기회보 판공실과 경제부 주도로 산학연 협력 플랫폼인 대만 AI 반도체칩
연맹(AITA)을 구축하여 AI 반도체 및 스마트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23)
◦ 124개(’21년 8월 기준)의 국내외 주요 반도체 및 ICT 기업들과 국내 대학 및 국가급 연구기관이 연맹 회원으로
참여하고 △AI 시스템 응용 △이종 AI 칩 접합 △신흥 컴퓨팅 아키텍처 AI 칩 △AI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4개의
핵심 기술 위원회가 운영 중

■ [R&D 보조금 지원] 대만정부는 산업 부가가치 제고 및 중요 기술 개발, 표준 구축 등 첨단 분야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통합형 연구개발 계획] △핵심 기술 및 공통성 기술의 개발 △업·미드·다운 스트림24) 기술 통합 및
초영역적 기술 통합 등 산업사슬의 가치 창출 △산업 공통 표준·협정·플랫폼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총 경비의 40~50%의 보조금을 지원함.25)
- [산업 업그레이드 혁신 플랫폼 지도계획] 기업의 첨단 제품 응용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R&D 팀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주제별 연구개발 경비의 40~50%를 특별 경비로
보조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주제의 경우 경비의 40%까지 지원함.26)

2) 반도체 제조 장비·소재 공급의 현지화
■ [반도체 장비] 대만정부는 반도체 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 확대와 개발 리스크의 완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핵심 모듈의 국산화를 촉진하고자 함.
- 대만은 12인치 웨이퍼 및 화합물 제3세대 반도체 관련 미래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선진
제조공정 장비 개발 및 양산을 독려하고 있음.
◦ Å사이즈의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 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출력 화합물 반도체 및 5G/6G 통신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고주파 화합물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산화 추진27)

- [완성품 검증·실측의 베타 테스트] 대만은 국내 장비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압박 및 막대한 소요시간
등의 개발 리스크 완화를 지원해 고급 반도체 장비의 개발 및 양산을 가속화할 계획임.
◦ TSMC, UMC와 같은 글로벌 시장 5% 점유 혹은 매출액 1,000억 NTD 이상의 국내 대표 기업과 연결하여
top-down 방식으로 국산 장비에 대한 완제품 검증·실측을 국내에서 선행함으로써 대만기업의 장비 개발
리스크 및 자금 압박 문제를 지원
23)
24)
25)
26)
27)

台灣人工智慧晶片聯盟官网, https://www.aita.org.tw/(검색일: 2021. 8. 5).
반도체 공정의 업 스트림은 IP·IC 설계, 미드 스트림은 IC·웨이퍼 제조, 다운 스트림은 IC 패키징·테스트·모듈 영역을 포함함.
經濟部(2020), 「臺灣重點發展產業-半導體」.
위의 자료.
科技會報辦公室(2021. 4. 15), 「美中科技戰下臺灣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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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 대표 고객사의 품질 검증 및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기타 2, 3선 고객사에 대한 공급 확대가 비교적
원활하게 되어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28)

- [글로벌 기업의 유치 및 활용]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이 대만에 연구개발 및 테스트 거점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요 장비 및 모듈의 현지화를 촉진하고자 함.29)

■ [반도체 소재] 대만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중요 화학제품의 자급력을 제고하고, 소재의 최적 파라미터의 외부
유출을 막음으로써 전략적 공급망의 현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30)
- 대만은 일본의 대한국 소재 수출규제 및 미국의 수출통제법 시행사태를 통해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소재
자주성 강화를 국내 산업 공고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과제로 인식함.
- [수출규제 및 비규제 소재 개발] 대만 국내 업체들이 규제 반도체 소재를 우선 개발하도록 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후 공정에 필요한 비규제 원료 및 소재 등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31)
◦ 대만 국내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소재인 DUV(심자외선) LDR(광의존 저항기, Light Dependent Resistor),
코팅전구(前驅) 소재, 웨이퍼 기판 소재, 웨이퍼 보호소재 등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 비규제 소재의 경우 전공정에 필요한 DUV LDR 원료 및 CMP 관련 재료와 후공정 관련의 AiP 웨이퍼 패키징
소재, 회선화(可線路化) 적층소재, 고진구도(真球度) SiO2 원재료 등의 개발 촉진

- [반도체 소재 산업사슬 구축] 소재 특성·소재 제작공정 검증·전기적 테스트 기술을 구축하여 시장 공개 전
사전 기능 테스트 및 오류 검증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 및 후공정 패키징 완제품 테스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품의 초기 검증과정 가속화 및 조기 양산을 지원함.
◦ 소자·소재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종 고객 수요 및 국내외 기술 발전 현황을 통합함으로써 소재 업체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

3)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 확대
■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의 대만 진출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 업체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역량
육성을 통해 공급망의 자주화 및 국산화를 실현하고자 함.32)
- 2020년 6월 4일 대만행정원은 ‘첨단과학기술 R&D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계획’을 발표하고 해외
첨단 기업의 대만 내 R&D 센터 설립 유치를 본격화함.33)
◦ ‘연구(글로벌 기업의 대만 내 심층 연구개발)’, ‘공동혁신(대만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공동혁신)’, ‘발전(대만기업의
응용 가치 및 서비스 발전 대동)’을 중점 추진
◦ △신흥 반도체 △차세대 통신 △AI 등 3개 핵심 첨단기술 분야 해외 대기업의 대만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28)
29)
30)
31)
32)
33)

經濟部(2020), 「Å世代半導體-先端技術與產業鏈自主發展計畫」.
위의 자료.
科技會報辦公室(2021. 4. 15), 「美中科技戰下臺灣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
經濟部(2020), 「Å世代半導體-先端技術與產業鏈自主發展計畫」.
經濟部(2021), 「產業經濟統計簡訊《375》: 我國半導體設備產值可望連續9年創新高」.
行政院(2020. 6. 23), “領航企業研發深耕計畫—打造台灣成為全球高科技研發中心”,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A11E/7e782a
5d-8871-4e4d-adc6-94588089e743(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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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고, 국내 산업사슬과의 연계를 통해 대만 연구개발 협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대만을 글로벌
첨단기술 연구개발센터로 조성34)

■ 대만은 세제 및 보조금 등의 제도적 혜택 수단을 통해 첨단 분야 글로벌 기업의 대만 내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세제 지원] 대만정부는 영업이익 소득세 세율 20% 적용 외에 외국 기업의 대만 내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혁신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35)
◦ [R&D, 기술·기계장비 도입] △연구개발 지출액의 15%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납부 영업소득세액 공제 가능
△신규 기술 및 제품을 도입한 해외 특허권·상표권·각종 특별허가권 사용 기업 중 경제부의 특별 승인 기업에
한해 해외 사업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만 내 미생산 기계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 [스마트 기계·5G 관련 투자] 스마트 기계·5G와 관련하여 100만 NTD 이상 10억 NTD 미만을 투자한 외국
기업은 △당해연도 영업소득세액을 지출액의 5% 한도로 공제 혹은 △3년에 걸쳐 지출금액의 3%씩 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공제액은 당해연도 납부 영업소득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외 전문 인재 소득 과세]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NTD를 초과할 경우 초과 임금의
절반은 종합소득 총액 과세 범위에 미포함

- [보조금 지원] 대만은 ‘글로벌 R&D 혁신 파트너십 계획(全球研發創新夥伴計畫)’을 통해 대만산업과
상호보완적 이익을 형성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의 대만 내 연구개발 혁신 활동을 지원함.36)
◦ △핵심 기술 및 범용 기술의 개발 △업·미드·다운 스트림 기술 통합 및 초영역적 기술 통합 등 산업사슬의 가치
조성에 기여하며, 상호보완적 이익 형성이 가능한 해외 기업에 대해 대만 내 연구개발 혁신 활동 경비의 최대
50%까지 지원

다. 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
■ 과학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대만정부는
산학 연계의 국내 디지털 인재 육성과 국제 핵심 인재 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37)
- 대만은 2020년 기준 전문 인력이 4만여 명 부족한 가운데, 그중 ICT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통계 등
STEM 분야에서만 63.5%에 달하는 2만 5천여 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38)
- 최근 대만정부는 매년 1만 명의 신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39)

34)
35)
36)
37)

行政院(2021), 「六大核心戰略產業推動方案(核定本)」.
經濟部(2020), 「臺灣重點發展產業-半導體」.
위의 자료.
行政院(2020. 12. 23), 「關鍵人才培育及延攬戰略—提升臺灣國際競爭力」, h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A11E/c8ace7d5-7f30
-4194-9ac4-b74bef66f750(검색일: 2021. 8. 5).
38) 國發會人力發展處(2021), 「推動「關鍵人才培育及延攬方案」，以人才驅動產業成長」.
39) 行政院(2021. 5. 21), 「加速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穩固我國在全球半導體產業鏈的關鍵地位」,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
A11E/6bbd5511-ca28-4133-b7f1-0467d37f6e8a(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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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 연계 국내 인재 육성] 대만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경비를
공동 조달하는 산학 연계의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있음.
- 산학 공동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3~5개소를 설립해 고급 인재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반도체, 기계,
소재 분야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1~2개 대학을 선정해 국가 중점 분야 연구 학원을 신설하고 미래
반도체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40)
◦ [중점 산업 고급 인재 양성계획] 2021~25년까지 5년간 15억 4,600만 NTD를 투입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기술인재의 양성과 훈련을 강화하고, 2,000명의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과 400명의 박사급 예비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41)

- 대만은 「국가 중점 영역 산학 협력 및 인재 육성 혁신조례」를 제정해 반도체, AI 등 국가 중점 영역의 산학
협력에 처음으로 혁신 샌드박스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미래 10년 간 석·박사 인력 양성을 시작함.42)
◦ 국립대학과 기업의 반도체 연구학원 공동설립 및 조직, 구매, 인재 육성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반도체·AI·기계·소재 등 중점 영역의 정원을 학사 10%, 석·박사 15% 확대하고, 매년 8억 NTD(정부 6억 NTD,
기업 2억 NTD)를 투입할 계획43)
◦ 해당 계획에 따라 대만 양명교통대는 TSMC·Powerchip·Mediatek·Novatek·Foxconn·Wistron·Advantech
등의 기업과 협력해 ‘산학 혁신 연구학원’을 설립하고 2021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44)이며,
국립대만대는 TSMC·Powerchip·Mediatek·Etron 등과 협력해 △집적회로 △미래 소자 △나노미터 공정 등
3가지 학위 과정을 포함하는 ‘중점 과학기술 연구학원’을 설립·운영하며,45) 대만 국립청화대는 5개 기업과
협력해 △소자 △집적회로 설계·응용 △선진 제조 장비·패키징 △소재 등 4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연구학원’을 개소할 예정46)

■ [외국 전문 인재 유치] 산업의 혁신적 전환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에 걸쳐 외국
전문 인력의 대만 초청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함.
- 「외국인 전문 인재 초청 및 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을 시행하여 대만 비자, 직장, 거주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보험, 조세, 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거주 및 업무 환경을 조성해 외국
인재의 대만 취업을 유도하고자 함.47)
◦ 반도체, ICT, 집적회로 설계, 바이오 의약·소재, 정밀기계 등의 경제 분야를 비롯해 9개 분야의48) 특수 전공
인재를 영입하여 국내 산업의 변화 가속화 촉진49)
40) 科技會報辦公室(2021. 4. 15), 「美中科技戰下臺灣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
41) 工商時報(2020. 10. 12), 「確保領先優勢 科技部將設半導體研發中心」, https://ctee.com.tw/news/policy/349902.html(검색일: 2021. 8. 5).
42) 聯合新聞網(2021. 5. 5), 「高教法規鬆綁引入產業資源 頂大沙盒創新能讓產學都升級嗎？」, https://udn.com/news/story/6842/5433154(검색일:
2021. 8. 5).
43) 行政院(2021. 5. 21), 「加速半導體前瞻科研及人才布局—穩固我國在全球半導體產業鏈的關鍵地位」,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
A11E/6bbd5511-ca28-4133-b7f1-0467d37f6e8a(검색일: 2021. 7. 28).
44) 聯合新聞網(2021. 8. 4), 「產學創新條例 業界相挺」, https://udn.com/news/story/7240/5648472(검색일: 2021. 8. 5).
45) 聯合新聞網(2021. 6. 19), 「台大要設「重點科技研究學院」 合作企業名單曝光」, https://udn.com/news/story/6928/5543687(검색일: 2021. 8. 5).
46) 國立清華大學官網(2021. 7. 21), 「攜手台積電等10家企業 清大半導體研究學院8月成立」, https://www.nthu.edu.tw/mediaReport/content/1244
(검색일: 2021. 8. 5).
47) 行政院(2021. 7. 13), 「外國人才專法—加強延攬及留用國際人才」,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A11E/2f3a866e-41cb-4d70-a
9b2-938f29f7e19f(검색일: 2021. 8. 5).
48) △과학기술 △경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 △금융 △건축설계 △법률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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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발표된 개정안에는 필수 경력기간 조건 완화, 영구 거주 신청의 기간 조건 완화(5년→3년), 특정
전문 분야 외국인 인재의 조세혜택 적용 기간 확대(3년→5년)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50)

- 우수한 외국인 학생의 모집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 졸업자의 취업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우수 인재의 대만
유치를 강화하고 있음.51)
◦ 학비 및 기타 납입금 감면과 장학금 등의 유인책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신남향(新南向)
국가 유학생의 선발 확대를 논의하며, 디지털 복수전공 학제 및 산학 석·박사 전담반을 시험적으로 운영
◦ 글로벌 500대 대학의 우수 졸업자가 대만에서 취업할 경우 필요했던 2년의 필수 경력 요건을 면제

3. 전망 및 시사점
■ 대만 반도체 전략은 국내 기업의 제조 공정·장비·소재 기술역량의 강화와 해외 첨단 기업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자주적 산업 생태계 및 안정적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만은 대내적으로 고급 인재의 육성·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의 대만 투자 유치를 확대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 대만은 기술, 산업, 인재, 자금 등의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
5년 단위의 단기계획 위주이고, 한국의 K-반도체 전략과 같은 범부처적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황임.
◦ 현재 주요 반도체 발전계획은 과기부, 과기회보, 국가발전위원회, 경제부(기술처, 공업국), 교육부 등에서 △소재
공급의 현지화 및 기술 자주화 △외국 기업의 장비 제조 현지화 및 선진 패키지 장비 국산화에 초점을 둔 반도체
산업 발전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하여 추진 중임.

- 국가 발전전략의 디지털 혁신 및 전환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실행계획 및 집행 일정, 성과평가 등이 부처별로 분산되면서 총괄적 정책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서 종합적이고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 구상 및 목표, 성과평가 기준이 통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52)

■ 향후 대만은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용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및 장비·소재
분야 기술과 관련한 신규 우위 확보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로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할 것으로 평가됨.

49) 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咨詢專業網, 「特定專業人才」, https://foreigntalentact.ndc.gov.tw/cp.aspx?n=D5BE87506A7C6242&s=807C2D87
071126F5(검색일: 2021. 8. 5).
50) 國家發展委員會(2021. 6. 18), 「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修正草案 經立法院三讀通過」, https://www.ndc.gov.tw/nc_27_35068(검색일: 2021. 8. 5).
51) 行政院(2020. 12. 23), 「關鍵人才培育及延攬戰略—提升臺灣國際競爭力」, h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A11E/c8ace7d5-7f30
-4194-9ac4-b74bef66f750(검색일: 2021. 8. 5).
52) 工商時報(2021. 5. 26), 「台灣半導體產業會被世界撕裂瓜分嗎？」, https://view.ctee.com.tw/technology/29617.html(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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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기회] 5G·AI·IoT 융합·응용 확산, 글로벌 디지털 경제 전환,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 다품종 소량·맞춤 생산
수요 확대 등
◦ [위협] 주요국 반도체 기술·생산 역량 강화, 고급 인재 유출 ·부족 우려, 미·중 기술 경쟁 심화, 한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등

- 이에 대만은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미래 반도체 분야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장비·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5G 발전의 가속화와 AI, IoT, 스마트홈 등의 응용 수요, 단일 칩 시스템(SoC)53) 개발 전환 및 칩 미세화
수요의 확대는 새로운 선진 제조 공정 및 기술·장비의 도입 필요성을 제고
◦ 대만전자장비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만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의 자급률은 각각 1%, 15%에 불과한 상황54)
◦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내에서는 2018년 이후 미·중 간 무역 마찰 및
기술 경쟁, 2019년 일본의 대한국 핵심 소재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에 따른 공급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자급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또한 대만은 자국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해 TSMC, UMC, ASE 등 대표적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안정적인 현지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에 연계하여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한국·대만 간 경쟁 심화 및 기회 확대의
영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 ‘K-반도체 전략’의 핵심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소재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 내 경쟁
심화가 예상됨.
- 다만 대만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율 제고를 추진하면서도 외국 기업의 자금 및 기술 유치와
협력 확대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대만은 자급 비율이 낮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자국 기업의 장비·소재 개발을
보조하고, 글로벌 첨단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 12인치 웨이퍼 제조 및 선진 패키징 장비는 여전히 글로벌 선진 장비 업체와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이며,55)
그중 전(前)공정의 제조 장비와 관련해 외국 기업의 대만 내 제조 및 연구개발 거점 조성을 적극 유치할 계획

- 더불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장비의 국산화는 기술 난이도로 인해 단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렵고 모든
제품의 국산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선 다변화의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향후 K-반도체 전략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면서 대만이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 연계의 고급 인재 육성
사례 및 자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 활용방안 등을 참고해볼 수 있음.

53) 단일 칩 시스템(SoC, System on Chip)은 특정 응용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칩에 여러 종류의 칩을 구성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적해 놓은 비메모리 IC로 고성능, 저소비 전력의 특징을 보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s://terms.tta.or.kr/dictionary/dictio
naryView.do?subject=%EC%8B%9C%EC%8A%A4%ED%85%9C%EC%98%A8%EC%B9%A9).
54) 自由時報(2021. 3. 6), 「打造下個兆元產業 電子設備拚在地化」, https://ec.ltn.com.tw/article/paper/1435228(검색일: 2021. 8. 5).
55) 經濟部(2020), 「臺灣重點發展產業-半導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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