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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베르트 디스 | 폴크스바겐 승용차 CEO

“우리는 (기업이)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하지 않는
다. 그 기업을 고쳐 쓰기 위해 인수한다.”2017년 12월 17일

“인공지능(AI)이 자동차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딥러닝 기술
의 발전 없이는 자율주행차나 무공해 자동차도 불가능하다.”1월 9일

반도체 업계 합종연횡

M&A에 연 138조원‐ 글로벌 반도체업계, 몸집 불리기 死活
설성인 차장

세계 5위 반도체 회사 싱가포르 브로드
컴은 지난해 11월 경쟁사이자 세계 6위
반도체 회사인 미국 퀄컴 인수를 위해
1300억달러(약 138조원)를 제시했다. 퀄
컴 이사회는“모바일 기술과 미래 성장
측면에서 퀄컴의 리더십을 상당히 과소
평가했다”며 브로드컴의 인수 제안을 거
절했다. 퀄컴 공동 창업자인 어윈 제이콥
스 박사는 이사회 결정을 지지하며“퀄
컴은 멋진 미래를 갖고 있다”고 했다. 비
록 불발에 그쳤으나 브로드컴이 퀄컴에
제시한 인수 금액은 글로벌 IT(정보기
술)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브로드컴
이 아직 퀄컴 인수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
이라 향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최대 이슈
는 M&A다. 인텔, 브로드컴, 퀄컴, 텍사
스인스트루먼트(TI) 등 반도체 공룡들
의 움직임을 보면 M&A에 사활(死活)
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확보 전쟁이 벌
어지면서 자체 기술 개발보단 M&A가
핵심 역량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
고 있다.

최근 M&A로 사세가 급격히 커졌는데,
지난 5년간 5개 기업을 인수했다. 혹 탄
브로드컴 CEO는“지속 가능하며 강력한
제품을 가진 회사를 사들여 (인수 전보
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지난 2016년 네덜란드 자동차
용 반도체 회사 NXP를 470억달러(약 50
조1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현
재 유럽연합(EU) 등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스티브 몰런코프 퀄컴 CEO는
“(반도체 산업 내 경쟁에서) 기업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며“다양한 시장과 고객
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
간) M&A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검증된 사업 확보하고 개발비도 아껴
반도체 회사들이 M&A 경쟁에 뛰어들
고 있는 것은 사업적 리스크가 작다는 이
유가 크다.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손에
넣어 단시간에 핵심 전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링컨 클락 KPMG 파트너는“반
도체 기업을 인수하면 칩 설계에 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확
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주요 고객인 컴퓨터 제조업체가 M&A로

숫자가 줄어들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
해 반도체 업체도 M&A로 숫자 줄이기
에 나선 측면도 있다. 전자제품 제조 회
사인 플렉트로닉스의 마이클 마크스 전
CEO는“30년 전에는 주요 컴퓨터 제조
회사가 200곳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3곳
밖에 없다”며“이에 따라 반도체 회사도
재편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M&A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경쟁사보
다 시장 공략에 훨씬 유리하다.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 미 온세미컨덕터는 지난
2016년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 ST마이
크로일렉트로닉스를 제치고 24억달러
(약 2조5600억원)에 미 페어차일드를 인
수하면서 전력 반도체 사업을 강화했다.
온세미컨덕터의 키스 잭슨 CEO는“인수
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것
이 (자체 개발보다) 훨씬 쉽다”고 했다.

리스크 적게
핵심 역량 수혈
불발에 그쳤지만
브로드컴은
퀄컴 인수 위해
138조원 제시하기도

반도체 기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이 부담은
완제품 회사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시장의 흐름이 여러 기업의 경쟁에서
특정 기업의 독주로 바뀔 경우 IT 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혁신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M&A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 심사도 까다로워
지고 있다. 소수 기업의 지배력 확대가 시
장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해리 퍼스트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미 규제 당국의
경우 개별 기업이 (지배력을 앞세워) 규
모가 작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지 예
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

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 운영체
제(OS)에 인터넷 브라우저(접속 프로그
램)‘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
는 이유로 미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경쟁사인 넷스케
이프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향후 M&A
시장에서‘와일드 카드’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최근 메
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
산) 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해외 기업
M&A에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중국이 (M&A
로) 반도체 산업에서 챔피언이 될 순 없
어도 상당수 경쟁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의 반도체 격전지 궨자동차궩

성장할 전망이다.

유한빛 기자

자율 주행 시대, 반도체 회사가 이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자
동차 한 대당 사용되는 반도체 칩 수는
6000여개에 달한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으로 불리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은 물론이고 도로₩거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레이더 센서, 실시간 인
터넷 접속과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통
신 기능, 긴급 제동 기능에 필요한 마이
크로컨트롤러 등이 모두 반도체 칩으로
구현된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시
대가 개막하면 통신 신호 응답 속도가 4G
대비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앞차와의 거리는 물론 옆 차선을 달
리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해 사고를 예
방하면서도 신속하게 최적의 주행 경로
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구현된 자동차의 자동화 수준은
2~3단계로 부분적₩조건부 자동화만 이
뤄졌다. 카메라₩센서를 활용해 운전자의

“2019년에는 로봇 택시, 2020년에는 자
율주행차를 보게 될 것이다.”
세계 1위 그래픽처리장치(GPU) 회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애널리스트 콘퍼런스 콜에
서 이렇게 말했다. 황 CEO가 이처럼 자
신 있게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내다본 건
엔비디아가 미래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고성능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이
기 때문이다. 이미 200개 자동차 제조사
₩부품 회사와 120개 스타트업(초기 벤처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채택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자동차 시장
으로 뛰어들고 있다. PC₩모바일 등 IT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달
리는 컴퓨터로 진화 중인 자동차용 반도
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장 조사 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자
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지난 2015년 303
억달러(약 32조37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410억달러(약 43조8000억원)로

독과점화로 가격 오르고 혁신에 부정적
휴대전화, PC, 자동차 등 완제품 회사
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 재편이
달갑지 않다. 기존에 반도체를 공급하던
회사가 대형 반도체 기업에 넘어갈 경우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퀄컴은 LG전자와
NXP₩삼성전자는
아우디와 협력
전략적 파트너 찾아
기술 개발 올인

주차를 돕거나 도로 상황별 주행 기능 조
정 등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는 핸
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 회
사들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 브라이
언 크러재니치 인텔 CEO는“내 두 딸은
운전하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할 것”이
라며 자율주행차 시대를 예고했다. JP모
건은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시
장에서 자율주행차 비중이 15%에 이를
경우 자율 주행차용 반도체 수요가 73억
달러(약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
망했다.

반도체₩전자₩차 업체 전방위 짝짓기
반도체₩전자₩자동차 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 기술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퀄컴은 지난해 10
월 LG전자와 손잡고 차세대 커넥티드카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 솔루션과 미
래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를 LG
전자 서초 R&D 캠퍼스 내에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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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는 아우디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차량 간 통신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삼
성전자는 지난해 초 아우디 차세대 인포
테인먼트 시스템에 자사 엑시노스 프로
세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대 4대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고, 강
력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한다.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은 엔
비디아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인텔 역시
최근 자동차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는데, 이탈리아 ADAS 개발 회사

₉పघ᳭ᕾ
ᝅeእॵ᪅ᰍᔾ 
ᯙ░֘áᔪ॒ᨵ░
▭ᯙຝ✙Ǎ⩥ᨱ
⦥⦽
Ⲱᜅ▽᪉⋊
4P$ ⲱ


인 요기테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회사인 미국 너바나시스템즈에 이어 지
난해 이스라엘 자율 주행 스타트업 모빌
아이를 인수했다. 인텔은 자율 주행차 사
업부를 웨이모(Waymo)로 분사한 구글
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며, 가상현실
(VR) 등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
를 위해 워너브러더스와도 협력하고 있
다. 중국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도 자율 주
행차 시스템 개발 사업인‘아폴로프로젝
트’를 위해 NXP와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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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반도체 전쟁: 몸집을 키워라
미 시장 조사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글
로벌 반도체 시장 M&A 규모는 2014년
380억달러(약 40조4500억원), 2015년
1090억달러(약 116조원), 2016년 1300
억달러(약 138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반
도체 산업에서 합종연횡이 활발히 이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인텔은 2015년과 지
난해 각각 미 FPGA(프로그램이 가능한
반도체) 기업 알테라(167억달러)와 이스
라엘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빌아이(153
억달러)를 인수했다. 퀄컴에 인수를 제안
한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인
아바고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2016년 미
브로드컴을 370억달러(약 39조5000억
원)에 사들여 탄생한 회사다. 브로드컴은

기술개발보다

자동차 한대에 반도체칩 6000여개‐ 2020년이면 43조8000억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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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대표 기업
2~3개 남을 때까지
M&A 이어질 것

이재은 기자

“중국 반도체 기업이 한국 반도체 기업
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한국이 반
도체 산업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
려면 미래 기술과 소프트웨어 인력에 적
극 투자해야 한다.”
앤드루 강(Kahng₩54) 미 UC샌디에이
고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WEEKLY
BIZ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
다. 그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
학회원으로 400여 건의 논문을 발표한 반
도체 분야 권위자다. 강 교수는“중국 기

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한국 기업은 메모리 반도
체뿐만 아니라 5G(5세대 이동통신)₩인
공지능(AI) 등을 응용한 반도체 기술에
서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재편, 신생 기업엔 기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수₩합병
(M&A)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
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시장

의 성장을 이끌었던 PC₩모바일의 성장세
가 둔화되는 추세다. 반도체 기업들은 포
화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M&A로 파
이를 키우려고 한다.‘규모의 경제’효과
를 누릴 수 있고, 단기간에 신사업에 진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례로 사물
인터넷(IoT)이나 자동차용 반도체의 경
우 이미 기술과 인력, 지식재산권을 확보
한 기업을 인수하는 게 직접 기술을 개발
하는 것보다 빠르다. 반도체 시장의 M&A
열풍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2~3개만 남을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소수의 대기업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
하게 되면,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진다.
“(신생 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
은 분야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 센서나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인공지
능, 보안 관련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반
도체 산업 재편은 오히려 전문성 있는 신
생 기업에 기회다. M&A로 덩치를 키운
기업들이 정체성이 모호한‘종합 병원’
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 곳곳에 공백이 생
겼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바로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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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실행력이 빠른 강소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M&A에 집착하면 R&D 투자에 소홀
할 수 있는데.
“M&A 열풍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여유 자금이 있
는 대기업은 M&A를 통해 단기 실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작은 기
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 과거 벨 연구소
처럼 필수 R&D에 공을 들이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어 우려된다. 기업이 수십 년

에 걸쳐 구축한 R&D 역량도 꾸준히 투
자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
술과 트렌드는 무엇인가.
“반도체 집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증가
한다는‘무어의 법칙’을 대체할 기술의
등장이다. 면적이 작고 전력 소비가 적은
칩,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반도체 기
술이 접목된 칩, 3D 적층 기술 등이 유력
해 보인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상용화
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실행력 빠르고
차별화된 기술 가진
강소 기업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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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강 UC샌디에이고 교수

CDMA

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정부 지원에 힘입
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낸드플래시는
중국업체 YMTC의 기술이 선두 기업과
3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반도체 파운
드리(위탁 생산) 회사의 경우 SMIC와 선
두 기업의 기술 격차는 5~6년이다. 다만
당분간은 중국 기업이 M&A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미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
치진 못할 것으로 본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메모리 반도체와 공정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
체는 제조 공정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만
큼 앞으로 활용도가 높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은 과거
(1980~90년대) 일본 기업과의 경쟁만큼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
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삼성전자
의 파운드리 사업 강화와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은 바람직하다. 중국이
머지않아 파운드리, 설계, 메모리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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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기업
에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품질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프트웨
어와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
려야 한다.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우
위를 점하는 기업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애플처럼)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이
될 것이다. 혁신 제품과 기술이 보편화되
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범용화의 덫에 빠
지지 않으려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
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