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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반도체 타고 날아올랐다···8월 수출 34.9%↑

원문보기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9% 늘어난 532억 3,000만 달러로 집계 돼
8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6
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 평균 수출액은 29.0% 증가한 23억 1,000만 달
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6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 나갔다.

▶ K-산업 경쟁력 키운다… 반도체 등에 3.8조 투입

원문보기

정부가 글로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K산업 혁신을 위해 내년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31일 기
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K-반도체, 미래차 전환, 소부장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8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전략산업 부문에서는 K-반도체, 미래차 등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자금, 인력,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또 역대 최대치 경신한 전세계 파운드리 매출…시장 경쟁 격화

원문보기

2분기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매출이 전 분기보다 약 6％ 성장했다. 2019년 3분기부터
반도체 쇼티지(수급부족)에 5세대 이동통신 확산 등의 흐름을 타고 8분기 연속으로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1일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체 파운드리 시장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6.2％ 증가한 244억700만 달러(약 28조2511억원)를 기록했다

▶ 서버용 D램 가격 8월 들어 제자리…반도체 고점론 확산하나

원문보기

메모리반도체 고점론이 불거진 가운데 8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시장
전망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31일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DDR4
8Gb(기가비트) 고정거래가격이 이달 평균 4.10달러로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메
모리카드·USB용 128Gb)도 이달 평균 4.81달러로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 시스템반도체 품귀 불구 이미지센서 가격 약세…왜?

원문보기

시스템반도체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시스템반도체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상황
이다. 시스템반도체 평균판매가격(ASP)도 오름세다. 그럼에도 불구 상보형금속산화(CMOS) 이미지센서
(CIS: COMS IS) ASP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와 CIS 탈동조화(디커플링)은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 무역협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회복력 위주 재편 움직임"

원문보기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을 중시하는 반도체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정별·지역별
로 분업화된 기존 반도체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Δ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의
전환 Δ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 Δ초미세 공정 경쟁 격화 등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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