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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을 대상 

으로 기업 활동과 기업간 연줄망(network) 형성의 관련성올 연구하였다. 첫째，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소자 

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연줄망은， 소자업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가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둘째， 같은 고객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을 의식하여 반도체 관련 장 

비 • 재료업체들간 연줄망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의 기업 활동에서 반도체 소자업체와의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다수의 소자업체에 납품 

하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거래하는 소자업체들과 교통이 두루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게 되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수요자인 반도체 소자업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가 협력 연줄망 

을 형성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공간적 측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차츰 확산되 

고있다. 

주요어 : 반도체 산업， 기업간 연줄망， 국지적 연줄망， 정보 교환， 기업간 협력 

Abstrad: This research 않따nines :firm activities and inter:firm network forrnations in the Korean 앓ni∞nductor 

industry. The changes in inter:firm relations and 얄:>at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웠ni∞nductor industry are 

an허yzed through inquiries into the network forrnation processes. The an려ysis is focused on the re빼on between 

였ni∞nductor device m밟ers and th앙r equipment and materia1 suppliers.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networks between serniconductor deviæ m와{ers and th잉r equipment and material suppliers have 

develo야회 αlOperative relationshi맺 among them. (2) the networks among equipment and material makers themselves 

are weak in the Kor않n 앞niconductor industry. (3) the equipment and material suppliers, most of which have been 

located in 않~ul metropolitan 따ea ro f;라， are ex맺뼈ng to the 탱rts of Kyung-gi area surrounding S∞uL In 

∞nc1u강on， the networks between 양ni∞nductor de까æ :firms and th잉r equipment and material suppliers in Korea 

have help:최 inten하fy customer-supplier reh뼈ons， while the networks among the equipment and mate따1 suppliers are 

merely in their infancy. In spatial aspects, the equipment and material 파ms have located themselves around seω1 

metropolitan ar않， where the de찌ce makers are situated nearby. 

Key Words: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nterfum network, r'행onal network, inforrnation exc벼nge， int뼈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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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업간 연줄망과 공간적 특성 

1 .서 론 

1. 연구목적 및방법 

1) 연구목적 

첨단 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1)은 국내에서 1970년대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1980년대 이후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1995년의 경우 반도 

체 산업의 생산액은 GNP의 3.6%를 차지했으며， 

총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아니라 정보 교환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기업간 연줄망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기업들간 전략적 제휴와 함께 수요자-공급자 관 

계에 있는 기업들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생 

산 과정에서 축적되는 공정 기술이 중요하므로， 

산업 발전에 장비 • 재료산업의 기반과 이들 업체 

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AngeL 1994). 

본 연구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소자업체와 국 

내 장비 · 재료업체간 연줄망이 형성된 과정과 연줄 

망의 내용，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자 

에 이르렀다. 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간 연줄망의 변화를 파악하 

초기의 한국 반도체 산업은 원료와 장비를 해외 고자 하였다. 기업간 연줄망은 고정된 것이 아니 

에서 수입하여 DRAM 위주로 대량생산한 후 다 라 항상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것이며， 그 변화 

시 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므로， 국내 기업과 방향은 연줄망 구성원 각각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의 관계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반도체 원료와 장비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하였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소자업체와 국 

반도체 원료와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내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성장은 어떤 배경을 

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반도체 장비 · 재 가지는가? 반도체 소자업체와 국내 반도체 장비 · 

료업체 중 일부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크게 성 재료업체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관 

장하였으며， 반도체 소자업체들은 이들의 발전에 계가 연줄망으로 발전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따라 국내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은 무엇인가? 기업간 연줄망 관계에서 교환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그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연줄망 관계가 기업에 

발전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 변화， 반도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체 산업의 국제 경제 환경， 기업 내 자금 구조 및 둘째，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국내 

경영 이념， 기업의 기술 능력 향상과 발전 전략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간 연줄망의 공 

동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산업에 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역할 및 기업간 협력， 경쟁을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 

통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는가? 이들 기업 활동이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고려할 때， 반도체 장비 · 재료 산업에 대한 연구 범위는 어떠한가?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 

가 매우 취약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업체간 연줄망의 변화는 기업의 입지와 관련성이 

오늘날 기업간 관계에서 단순한 물자 거래뿐만 있는가? 

1) 반도체 산업은 컴퓨터， 통신 기기， 전자 제품， 군사 장비， 우주선， 자동차 둥 현대 주요 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멀티미디어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자신문 1998. 6. 20.). 각종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장착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 둥 정보처리장치의 경우 약 47%에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Dataquest 1997. 9.,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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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반도체 산업은 크게 반도체 소자2)를 제조하는 

부문과 반도체 소자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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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전화， Fax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총 58개 

업체가 웅답하여 웅답률은 약 21.6%로 나타났다. 

면담 조사는 구체적인 제품 개발과 판매 과정 

에서 장비 • 재료업체와 소자업체간 정보의 이동과 

재료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부문으로 구분된다. 좁 그 내용， 교환 정도， 정보 이동의 공간적 특성， 기 

은 의미로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소자산 업의 성장에 따른 관계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 

업만을 지칭하나， 반도체 소자산업의 기반이 되는 하여 장비 • 재료업체 직원 중 소자업체와 왕래하 

반도체 재료， 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 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반도체 산업에 

라 반도체 소자， 장비， 재료 제조업 전체를 반도체 서는 기업별로 기술과 정보의 보안을 중시하기 때 

산업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에 공식적인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아서 상당 부 

반도체 산업을 반도체 소자， 재료， 장비 산업 전체 분 면담 조사에 의존하였다. 

를 포팔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개별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였다. 

@연구방법 

자료 조사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련 통계 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터퀘스트(Daìaquest) 의 통계 자 

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각종 통계치， 한국반 

도체산업협회의 1992년， 1997년 회원 명단과 발간 

반도체 산업 내의 기업간 연줄망(network)을 조 물들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발전 

사하기 위해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장비 • 재 과정과 입지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 반도체 

료업체로 나누어 기업별로 조사하였다. 반도체 소 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신문 

자업체로는 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LG반도체 둥 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반도체 관련 기사를 수집하 

반도체 3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도체 소 여 활용하였다. 

자업체와 그 공급업체인 장비 · 재료업체간 물자와 

정보의 이동，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 

해서 각 사의 구매담당자나 협력업체 관리 담당자 

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조사를 행하였다.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 

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창업 관련 사항， 소 1. 연줄망Cnetwork)의 개념 

자업체와의 관계， 입지 관련 사항을 알아보기 위 

해 실시되었다. 국내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명 거래 관계의 설명에 있어서 시장이나 계충 원리 

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회원명단(Directory )과 로 파악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며 (Håkansson 

세미피아 컨설팅 그룹(Semipia Consulting Group) and Johanson, 1993) , 전통적인 거래 비용 분석도 

에서 제공하는 ‘한국 기업 분석’을 참조하였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Larson， 

공식적인 업체 명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 1992). W패amson(1991)은 시장 관계와 계충 관계 

의 국내 반도체 기업 명단을 열거하고 있는 세미 특성의 중간에 위치한， 기존 방법으로 설명하기 

피아 컨설팅 그룹의 업체 명단을 토대로 설문 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hybrids’구조라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1998년 7월부터 10 고 명명하였다. 그후 이어진 다양한‘hybrids’에 대 

월까지 시행되었으며， 2697H 업체를 대상으로 우 한 연구들은 연줄망(network) 이란 용어를 사용하 

2} 소자(素慧， device} 란 일반적으로 반도체 개별 제품을 의미한다. 

n. 문헌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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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구조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비용 최소화 기회주의가 규제된 상태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 

(c따 m뻐mization) 와 함께 거래 구조의 지속성과 로 이루어지므로， 민감한 정보 교환에 유리하다. 

안정 성 을 설명 하는 호혜 적 규범 (reciprocity) , 개 인 

적 관계 (person외 r리ationship) , 명 성 (reputation) . 신 

뢰 (tn앉)를 강조하였다. 2. 연줄망(network)의 구성요소 

연줄망을 시장(market) ， 계충(hierarchy)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시장 관계나 계충 관계와 다른 연줄망 관계의 

한편， 기술에 관한 연구들은 혁신 과정에서 상 특정을 나타내는 요소로 호혜성 (reciprlαity)，상호의 

품의 점 진적 개 선 (inαemental improvement) , 부품 존성 (interdependency) , 유연성 있는 결합관계 (1αg 

구성 방식의 혁신， 공정 혁신(proc앓 innovation) , coupling) , 영향력(IX>wer)을 들 수 있다(Grabher， 

발명 (invention) 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런 과 1993). 

정에서 연줄망 관계가 장점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혁신 과정에서 기술적 · 경제적 불 1) 호혜성 (reciprocity ) 

확실성 (unært때lty)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필요 호혜성은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답에 따라 달라지 

성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 정도는 시행착오 며 기대한 반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지되는 

(띠외-and-eπor) 과정과 점진적 개선에 의해 감소 행위를 의미한다. 서로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암 

시킬 수 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 연줄망을 통한 묵적으로 나타난다. 연줄망 형태에서 거래는 호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둘째， 혁신 과 

정은 제품을 실제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외부 

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실 

은 기업과 기초과학 연구소， 고객업체와 공급업체， 

기업과 제도간 빈번한 상호 작용을 야기하여 연줄 

망 형성에 공헌한다(OECD편， 1995). 셋째， 혁신 

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민감한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회적인 관계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기업간 

연줄망에서 효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연줄망 

관계에서 정보의 교환과 창조는 내부 규범에 의해 

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연줄망 내에 속한 조 

직들은 개별 거래에서 균형을 맞추기보다 전체적 

인 거래 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2) 상호의 존성 (interdependence) 

각각의 시장 거래 관계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독립성 (inde야ndenæ) 이 유지되는 반면， 계충 관계 

는 완전한 의존( dependenæ)을 의미한다. 안정적 

인 연줄망 관계는 상호 의폰(interdependence)을 

야기한다. 사회적 교환 관계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상호 타협과 

표 1. 경제적 조직 형태의 유형 비교 

시장(market) 계 충(hierarchy) 연줄망(network) 

규범적 기초 계약， 재산권 고용관계 상보적 힘 

의사 소통 수단 가격 관행 관계 

갈퉁 해결 방법 홍정， 법정 소송 관리적 명령， 감독 
상호 이익의 규범 

평판에 대한 고려 

유연성의 정도 높다 낮다 중간이상 

경제적 
독립 위계 상호의존 

행위자들간의 관계 

자료: OECD면， 이근 외 (1995)를 요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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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하여 연줄망 관계가 강화된다. 상호의존 역의 이동이 발생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관계 

성이 증가되면 거래 관계에서 의견이 상충될 경우 는 기업간 연계(linkage) (Walker and Storper, 

새로이 관계를 조직하기보다 그 관계 내에서 문제 1981)로 표현되며， 보통 전방 연계 (forward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뻐kage)와 후방 연계 (backward 뻐kage)로 구분된 

다. 물자를 중심으로 한 연계(뼈kage)와 달리 연줄 

3) 유연성 있는 결합 관계(loose coupling) 망은 기업간 물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정보， 지식， 

연줄망은 계충관계보다 소속 조직간 연결 정도 기술의 흐름까지 포팔하는 개념이다. 연줄망 관계 

가 약하므로， 거래 관계에서 구성원 각각의 독립 는 반복적 · 장기적인 특성을 가지며， 기업간 공식 

성이 유지되고 특정 거래 관계에 고착화되지 않는 적 계약과 함께 비공식적인 신뢰와 협조가 중요한 

다. 연줄망 관계에서 연결 정도는 상호 학습과 혁 역할을 한다. 고객업체-공급업체 연줄망은 기술과 

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연줄망은 다양한 수요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상품 혁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고， 계충 관계에 비해 학 신에 공헌한다(Lundva11， 1991 ; H값ansson， 1989) 

습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확장시킨다. 암묵적인 Freeman과 Lundvall(1988) 에 따르면 공급업체가 

(tacit) 기술 정보는 성문화하기 어려우며， 일회적 고객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 시장 관계 (arm' s length rl밍ation) 를 통해서보다 동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업체의 입장에서 

연줄망을 통해서 더 잘 전달된다. 상호 학습은 정 사용을 통해 얻어진 학습(learning by using) 이 공 

보 교환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정보 교환은 상호 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다수의 고객업체들에게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 

점들은 공급업체에게 잠재적인 새로운 시장을 보 

4) 영향력 (power) 여줄 수 있다. 공급업체 기업은 고객업체 기업들 

기업간 연줄망 내에서 상호 적웅과 의사 결정이 의 제품 선택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업체의 

일어날 때 기업들이 항상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은 능력과 학습 잠재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아니며， 각각의 관계는 갈둥으로 나타날 수도 있 런 정보는 연줄망 관계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다. 시장 관계의 경우 영향력 (power)은 시장 실패 전달될 수 있다. 

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연줄망 관계에서는 상호 의 고객업체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도웅을 통해 

존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수요자 역 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공정 효율화 (process 

할을 하는 대 기 업 과 이 들에 게 대 부분의 생 산품을 rationalization) 나 상품 개 발(product development)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관계에서 이런 비대칭적인 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습이 흔히 나타난다. 한편， 연줄망에서 영향력 서 고객업체는 공급업체의 능력과 신뢰성에 관한 

(power)은 새로운 기업이 기폰 연줄망에 진입하려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할 때 암묵적 규칙과 비공식적 행동 규범 둥이 장 

애가 되어 진입이 금지될 경우에도 나타난다 2) 수평적 연줄망 
고객업체-공급업체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본 

다면 수평적인 기업간 협력은 전략적 제휴로 표현 

3. 수직적， 수평적 연줄망(network) 된다(Grabher， 1993). 전통적으로 보호주의가 강한 

정치적 환경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져 왔으며， 

1) 수직적 연줄망 1980년대 이후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전 

고객업체와 공급업체 관계는 기업간 재화나 용 략적 제휴가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기업 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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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원은 인수나 합병에 의 

해 획득하였으나， 첨단 기술 산업에서 기업을 직 

접 인수할 경우 특정 기술의 사용 가능성과 그 수 

익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최근에는 

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개인적 접촉 

은 기술과 관련된 정보 전달과 혁신 활동에서 중 

요한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대면 접촉을 통한 개 

인간 의사 교환의 효율성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 

연줄망 관계에서 유연성 있는 기업간 관계(I∞se 소한다. 대면 접촉은 특히 암묵적 지식( tacit 

coupling) 를 이용하는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 knowledge) 이 교환될 때나 지식의 교환이 상품이 

다. 전략적 제휴는 소속 기업들의 정체성과 특성 나 생산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작업을 필요로 할 

을 유지한 채 자산과 경쟁력을 보완하는 수단이 때 가치를 지닌다. 이런 유형의 지식은 공식화되 

다. 여기서 서로 다른 기업 논리와 정보가 새롭게 어 기록될 수 없으며， 정의되지 않는 개인적 기술 

조합되어 혁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나 작업 과정에 기반한다(Enright， 1998 ; Ne1son 

기술 혁신 기간이 단축되고 다양한 상호 보완적 and Winter, 1982). 지리적으로 집중된 산업 배치 

기술의 통합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쟁기업간 전략 가 분산된 것보다 우위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이 

적 제휴가 증가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협력뿐만 유 때문이며， 교통 · 통신의 발전된 정보 체계 시 

아니라 구매， 생산， 판매 협력， 인력 훈련 둥 다양 대에도 정보의 중요한 형태는 여전히 근거리에서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Gaebe， 1995). 전달 효과가 가장 크다(Enright， 1998). POπer(l990) 

는 혁신 과정에서 지역내 연줄망을 강조하여 지역 

내 고객과 공급자， 근거리의 연구소， 지역내 경쟁 

4. 연줄망(network)의 공간적 개념 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Saxenian (1994) 둥의 

최근 연구들은 혁신 과정에서 연줄망과 대면접촉 

다양한 연줄망 관계는 공간적으로 국지적 연줄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망과 비국지적 연줄망으로 구분되며， 비국지적 연 산업 입지에서 지리적 인접성의 중요성은 수요 

줄망은 그 범위에 따라 한 국가 내의 연줄망에서 자-공급자 관계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부터 국제적 연줄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줄 (Doeringer and Ter에a， 1996). 첫째， 공급자 입장에 

망의 공간적 측면은 지식 유형별 확산 정도의 차 서 수요자와의 지리적 인접성은 적시(just-in-미ne) 

이에서 나타나는데， 지식의 확산이 매우 빠르고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공급자와 수요자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 국지화의 중요성이 희 국지적 연줄망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발견 

석되고 기업의 활동이 세계화되는 반면， 지식의 되지 못했던 적소 시장(niche markets)을 찾을 기 

확산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기업 혁신 과 회가 증가한다. 이는 특히 적시(just-in-미ne) 재고 

정에서 국지화 이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관리와 빈번한 디자인 변화로 공급자와 구매자간 

(Porter and Sölvell, 1998). 

1) 국지적 연줄망 

Porter와 Sölvel1(1998) 에 따르면， 지 식 의 이 동성 

은 그 유형에 따라 다르며， 기업 활동에 핵심이 

되는 지식은 대부분 이동성이 낮은 지식이다. 정 

보 교환 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의 

이동에서 거리는 계속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으 

며， 이를 위한 개인적 접촉과 대변 접촉의 필요성 

• b 

빈번한 정보 교환이 필요한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2) 국제적 연줄망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사람， 상 

품， 정보， 자본의 흐름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이러한 국제적 연줄망에서는 국제 경쟁에 대응 

하기 위 한 다국적 기 업 (m버따a디ona1 ∞rporation) 의 

전략이 중심이 된다. 국제적 연줄망은 시장 확대와 

생산 비용 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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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의 획득에 있어서 국지적 연줄망을 보 Circuit) 와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완할 수 있다(박삼옥 1994). 물론 핵심적 지식은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접촉을 통해서 전해 

지지만，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은 국제적 

연줄망을 통한 전달이 가능하다. 다국적 기 업 대 

Circuit)으로 나눌 수 있다. 범용 IC는 메모리 소자， 

마이크로프로세서 (MPU) 둥과 같이 반도체 생산 

업자가 직접 회로를 설계， 개발， 양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ASIC은 사용자가 요 

부분은 시장， 생산 요소 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구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IC를 시스탱업체나 r 
기 위하여 해외 기업의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제조업체가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 

직접 투자에 이르는 국제적 연줄망을 운영하고 에 사용된다(배용호， 1997). 

있다. 

Porter와 Sölvel1 (1998) 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2) 반도체 산업의 특성 

국제적 연줄망은 그 기능에 따라 국제화 정도가 한국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적 제조， 연구개발 DRA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크 

본사 기능은 판매， 서비스， 단순 조립 기능에 비해 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반도체의 기술 혁 

확산 정도가 약한 것이 보통이나， 최근 선도적인 신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에 따라 제품수명주기 

다국적 기업들은 핵심적 제조 시설과 연구소를 해 (product life cycle) 가 매우 짧다. DRAM의 경우 3 

외로 진출시키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리적으 년 정도마다 집적도가 4배 정도 향상되어 왔다. 

로 분산된 국제적 연줄망은 빠른 지식 교환의 수 둘째，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려e) 에 의한 제품 

단이 되며， 세계적인 기업 체계의 통합을 가져오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 

는 한편， 진출 지역 특유의 연줄망에서 독특한 자 기 위해서는 초기에 양산 체제를 갖추어 가격 인 

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하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반 

가진다(Porter and Sölvell, 1998). 도체산업협회， 1998. 6.). 셋째， 차세대 기술의 조기 

확보， 대규모 투자의 위험 분담， 개발 기간의 단축， 

지적재산권의 대웅， 무역 마찰의 완화 둥을 위해 

ill. 효팩 반도체 산업의 현황 국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넷째， 장비， 재 
료 구입 비용이 반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1. 반도체산업 일반사항 

1) 반도체의 개념과 분류 

장비， 재료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고집적화 

경쟁에서 반도체 장비와 재료의 기술력이 첨단 반 

도체의 개발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변산 

반도체는 그 구조와 용도에 따라 트랜지스터， 업인 반도체 장비와 재료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 

다이오드 둥으로 대표되는 개별 소자와 하나의 칩 고 있다(Dosi， 1984; 최영락， 1991; 배용호， 1997). 

위에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저항기， 콘멘서 둥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소자업체와 장비 공급업체 

회로 소자를 다수 집적시킨 집적 회로， 그리고 화 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제조 능력을 향상시켰 

합물 반도체로 구분될 수 있다.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은 메모리의 일종으로 

기억소자 중 경제성이 가장 큰 소자이며， 주로 컴 

퓨터의 주기억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설계 방식 

에 따라 집적 회로를 분류하면 범용 IC (Integrated 

• 7 

고， 이를 모범으로 하여 미국 반도체 소자업체들 

은 생산 능력 향상과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반 

도체 장비 · 재료업체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Ange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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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봐 반도체 산업의 특성 

1) 반도체 제품 생산 

한국 반도체 소자 산업은 DRAM 위주의 수출 

전략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의 대부 

분이 메모리 제품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자 

료(1996. 3.) 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 

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5%인데 반해， 

한국 반도체 생산은 90%이상 메모리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산 기술이 주를 이루는 메모리 제 

품을 주력 제품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 

나， 지나치게 편중된 생산 구조는 세계 시장 가격 

의 변화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었다. 

2) 반도체 제품 수요 

한국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1996년 기준으로 약 

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 규 

모(약 1，420억 달러)의 3.5%에 불과하다. 이는 국 

내 전자산업이 독자 설계에 의하여 고유 모텔을 

생산하기보다 선진국의 핵심 기술을 도입하여 생 

산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시장의 수입 의존도를 보면 1997년 

국내 반도체 수요 54억 6천만 달러 중 77%에 달 

하는 42억만 달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자급율은 23%로 메모리 제품을 공급하고 있 

는데， 이는 국내 반도체 생산이 메모리 위주로 제 

품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한국반도체산업협 

회 1998. 6.). 

3)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비메모리 분야에는 취약한 실정 

이다 3) 이러한 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와 장비의 수준 

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 

우 1980년대까지 설비 투자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 

하여 충당되었으며， 국내 반도체 장비 · 재료 생산 

은 전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반도체 3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반도체 제조산 

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과거 

와 같이 장비 및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점 

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한국 반도체 업 

체들이 생산하려는 메모리 반도체의 장비와 재료 

가 이미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의 애로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소자와 함께 장비， 

재료도 개발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N. 연줄망(network)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본 논문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에 

서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 

체간 연줄망(network) 의 형성과정， 내용，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반 

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 

여 연구하였다. 

1. 국내 연줄망(network) 부재기 (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한국 반도체 산업은 DRAM을 위주로 한 생산 한국 반도체 산업은 1965년 미국 KOMY 그룹이 

구조로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기초 기술보다 생산 트랜지스터의 조립을 위해 설립한 ‘고미반도체’를 

공정 기술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 설계 효시로 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3) 메모리 제품의 경우 동일 요소의 반복에 의한 집적도 증가가 설계의 기본이 되므로 DRAM 개발시 회로 설계 기술보 
다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cell을 반복하여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반도체 설비에 의한 공정 및 생산 기술이 중요하 
다(이규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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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child, Signetics, Motoró떠， Toshiba 둥 미국과 일 DRAM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부터 

본 기업들의 국내 조립 공장으로 시작되었다. 외국 한국 반도체 소자 산업은 급속한 발천을 이루었다 

자본에 의해 설립된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반도체 (배용호， 1997). 

칩 (chip)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후 거의 전 그러나， 이같은 성공은 핵심 기술과 장비， 재료 

량을 수출했기 때문에 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적었 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다. 국내 기업의 경우 1960년대 말 아남산업4) 한국 서 순수한 의미의 개발이라 할 수 없었다(배용호， 

전자5) 둥이 외국 기업의 조립 공정 하청업체로 반 1997) , 이 시기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들의 적극적 

도체 조립 사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를 이루고 있 

다. 조립 생산 시기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관련 기 

인 설비 투자는 반도체 장비， 재료의 국내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국내 장비 · 재료산업의 기반이 없 

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후 산업 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수입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 1998). 수밖에 없었다 6) 

1970년대 들어 전자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반도 국내 소자업체들은 생산 경험 부족으로 장비， 

체 산업에서 단순 조립 생산 위주의 의존적 구조 재료 수입시 특별한 주문 사항을 제시하기보다 표 

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내에 일관 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외국업체들이 제공하는 

생산체제 기반이 구축되었다. 삼성그룹은 1978년 기술 정보와 훈련에 크게 의존하였다(최영락，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면서 한국반도체， Fairchild 1997) , 이 시기에는 반도체 생산시 발생하는 문제 

한국공장 동을 인수하여 웨이퍼 가공에서부터 조 를 소자업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립생산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금성 했으므로 품질이 좋은 장비를 고가로 수입할 수밖 

사(현 LG전자)도 1979년 대한반도체를 인수하고 에 없었고， 문제 발생시 외국 반도체 관련 장비 · 

미국의 AT&T사와 합작으로 금성반도체(현 LG 재료업체들의 사후 관리 (after service) 를 통해서 

반도체)를 설립하여 투자하기 시작하였다(김장훈， 많은 부분을 해결하였다. 그러므로， 주요 정보가 

1997) , 그러나， 1980년대 초반까지 국내 반도체 산 해외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로부터 국내 

엽은 조립 생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소자업체에 제공되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나타났 

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확충이나 

기술개발， 선진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 

의 장비， 재료 부문 수요는 미미하여 시장이 형성 

되지 못했으며， 필요한 장비와 재료는 전량 수입 

에 의폰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가 제품을 대량 수출하는 방 

식의 국내 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신이 요구되었다. 이런 여건에 대처 

하기 위해 삼성， 현대， 금성 둥 재벌 기업들이 

4)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잃0-8， 1968년 설립. 
5) 경북 구미시 공단 1동 149, 1969년 설립. 

‘--“ ......... ~..，....ζζ ••----
(’ Lι/ 

/ 

그림 1. 1 $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의 연줄망(network) 

6) 한 예로 가장 단순한 반도체 장비 중 반도체를 올려놓고 가공하거나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화강석으로 만든 ‘제진대’ 
라는 것이 있는데， 잘 흔들리지 않는 작업대에 불과한 이것도 1980년대 말까지 고가로 수입해야 했다(전자신문， 1998,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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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줄망(network) 형성 과정 

이 시기에는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들이 창업되어 소자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설 

문조사를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들의 창업년도를 살펴본 결과. 1980년대 말 이후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설립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창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째， 외국 반도체 장비， 재료의 국내 무역 대리업을 

수행하던 업체들이 생산을 시작한 경우이다. 이들 

업체는 반도체 장비나 재료를 단순히 수입하여 국 

내 소자업체에 납품하다가 외국제품의 사후관리 

(after seπiæ) 를 통해 축적 한 기 술을 바탕으로 간 

단한 제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국 

내의 독자적 기술로 자체 개발을 추진해온 업체들 

로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장비나 재료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의 계열사가 자체 수요를 목 

적으로 기술 제휴 혹은 합작 생산하여 반도체 장 

비， 재료를 국내 생산하기 시작한 경우가 있다.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창업자들의 

이전 직장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위의 사실을 뒷 

받침하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과거에 장비나 

다.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과정에서 이 시기는 국 

내 장비， 재료산업이 아직 성장하기 이전의 단계 

였으며， 따라서 국내 연줄망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2. 국내 연줄망(network) 태동기 (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 

1) 일반적 사항 

1980년대 말부터 한국 반도체 산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삼성반도체는 4M DRAM 
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해졌고， 

1988년에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김용복， 

1995). 1988년과 1989년 사이 삼성 반도체， 현대 반도 

체， 금성(현 LG반도체)이 각기 1M DRAM 생산 
라인을 완공하면서 한국 반도체 장비， 재료 시장 

은 국제적 규모로 성장하였다. 생산라인이 집중적 

으로 건설된 1989년에는 약 1조 4백억원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내 전자분야 전체 

투자액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로서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의 20%에 달하는 액수였다(한국반도체 

산업협회. 1995). 이러한 신규설비 투자 증가는 국 

내 반도체 장비， 재료업계 성장의 기반이 되어 장 

비， 재료의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표 2.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창업년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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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던 무역업 종사자 다. 이와 같이 초기 거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들이나 외국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국내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창업한 경우가 약 40% 

로 나타났으며， 반도체 소자업체에 종사했던 사람 1980년대 말 반도체 소자업체와 국내 반도체 관 

이 창업한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련 장비 • 재료업체의 거래가 시작된 시기에는， 소 

표 3.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창업 경로 

장비 • 재료업체 창업자의 이전직장 해당 업체수(%) 

장비 • 재료 수입관련 직종에 종사 22 (40.이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 근무 16 (29.1) 

연구소나 학교 5 (9.1) 

기 타 12 (21.8) 
합 계 55 000.0) 

자료:설문조사 

창업자가 수입관련 직종에 종사했거나 소자업체 

자업체의 전체 구매량 중 국내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 

년대 들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는 

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소자업체와의 거래 

도 차츰 늘어났다. 소자업체 측에서는 첫째， 반도 

체 산업의 빠른 기술 변화와 대규모 투자 부담으 

로 반도체 장비， 재료의 수입 비용 절감이 필요했 

고， 둘째， 일본， 미국이 장비， 재료산업을 통하여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들을 견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와의 관 

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창업 이전에 존재했던 개인 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 

적 친분을 바탕으로 거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 게 되었다. 이는 소자업체 측에서 먼저 고객업체-

타낸다. 이는 Larson (1992) 이 제시한 기업간 연줄 

망 형성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적 친분이 

나 평판이 거래 관계의 선행 조건이 된다는 사실 

을 반영하고 있다 7) 

공급업체간 연줄망이 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반도체 소자업체들의 장비， 재료 

국산화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성반도체는 반도체 

반도체 장비업체인 (주)디아이의 경우 1955년 3사 중 처음으로 1992년부터 ‘반도체 장비 국산화 

과학기기 수입 판매업을 하는 동일상사로 시작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반도체 장비 

여， 1982년에는 현대반도체， 1986년에는 삼성반도 를 제조 기술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고， 업체별로 

체와 각각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 업체는 1987년 전문화시키며， 반도체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업 

동일반도체장비(주)의 설립으로 반도체 부문 사업 

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삼성이나 현대와의 이전 

거래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주)디아이의 C차장은 “반도체 장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이미 삼성이나 현대 

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초기에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 

계，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었다. 국산화 추진 방안은 단계별로 계획되었으며，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는 기초 기술을 확보하 

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 

해 분야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고가 

의 장비나 소모성 부품의 국산화에 중점을 두었 

다. 그러나， 삼성반도체의 이러한 국산화 계획은 

7) Laroon(1992)은 수요공급 관계를 가지는 두 기업 사이의 연줄망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여 세 단계로 구 
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연줄망 형성 이전의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 평판(~roon려 reputa디ons) , 이전의 관계 
(prior re1ations) , 기업의 평판(firm reputations) 둥의 거래 선행조건이 불확실성 (uncert때1ty)을 감소시키고， 기대와 책임 
감을 갖게 하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연줄망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단계에서는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 관계 구축을 시도하며 호혜성 (recipli띠ty)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된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활동변에서 전략적으로 더욱 강하게 결합된다. 이 관계는 법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도덕적 책임， 신뢰， 평판의 유지와 같은 요소에 의해 통제되며， 기회주의가 배격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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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업간 연줄망과 공간적 특성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여 1993년까지 

그 실적이 미미하였다(이규남， 1997).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반도 

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과 소자업체들간의 거래 

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 

체의 기술 수준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이나 소모성 부품 위주로 거래가 이루 

어졌다. 따라서，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 

료업체간 교환되는 정보는 가격이나 납기관련 사 

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정보 전달 방향도 반도체 

소자업체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로 일방 

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삼성반도체 L과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기 

술 수준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 

는 외국 장비를 국내 업체들이 검사해 볼 수 있게 

해주고， 다른 기술 정보도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가 소자업체 측에 기술적으 

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말 

했다. 태양정밀의 S이사는 “초기에 제품 개발할 

때 LG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LG가 보유한 

수입 장비를 분석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 

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관계는 연줄망의 기본적 특성인 호혜성 

(recipr，따ty) 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은 자연히 연줄망 내에서 반 

도체 소자업체의 영향력 (power) 을 절대적으로 우 

세하게 만들었고， 이는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관계를 비대칭적으로 만 

들었다.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들이 소자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큰 반면， 소자업체 측에서 

장비 · 채료업체에 의존하는 면은 거의 없었다. 하 

지만， 이런 거래 관계는 이후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발전과 소자업체와의 협력 증 

대에 기반이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거래가 

반복될수록 기업간 관계는 앞으로의 거래에서 불 

확실성 (uncertainty)을 감소시키고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해외 

O 국내장님| 재료업체 { 정보의 흐름 

그림 2. 1980년대 말에서 19~년대 중반까지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의 연줄망(network) 

3) 연줄망(network)의 공간적 측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대부분은 서울， 경 

기 지역 둥 수도권에 집중하였으며， 인천， 수원， 송 

탄공단， 반월공단에 입지한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 

그림 3.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1992년)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명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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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협회 회원명부(1992) 를 참조하여 작 

성한 지도에 의하면 반도체 3사와 국내 반도체 관 

련 장비 · 재료업체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입지 (1992년)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수(%) 

서울 29 (29.이 

경기 43 (43.0) 

충청 10 (10.0) 

기타 18 (18.0) 

합계 100 000.0) 

자료: 반도체산업협회 회원명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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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사항 

1990년대 중반 DRAM의 주요 수요처인 컴퓨터 

업계의 PC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구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신규 발주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DRAM 가격 이 급속히 하락했고， 국내 반도체 소 
자업체들의 생산액과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자업체의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재료산업의 경우 반도체 생산량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았 

다. 국내 반도체 장비， 재료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수요 중 국내 생산 비중은 증가 

하였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 1998. 6.). 

이중 생산 활동이 없는 상사나 외국업체의 지사 1997년 국내 반도체 재료시장은 1996년에 비해 

는 107ß 업체 모두 서울에 입지한 반면， 자체 생산 12% 성장한 22억 5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국내 생 

을 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경우 서울 산 비중도 51%(11억 5천만 달러)로 지난 1996년 

보다는 경기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는 상사나 외 의 43%보다 8% 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 

국업체들은 도시 지역， 특히 서울에 입지할 경우 났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1996년 국내 반도 

수출입업무나 외국 업체들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 

한 시설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며， 국내 생산을 

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경우 도시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는 고객업체8) 

와의 접근성이 입지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협회 A씨는 “국내 반도 

체 장비 · 재료업체 중에서 수입관련 업무만을 하 

는 업체들은 서울에 위치하고，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서울을 벗어나 납품하는 소자업체들과 교통 

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3. 국내 연줄망(network) 형성기 (1990년대 

중반이후) 

체 시장은 수요업체인 국내 소자업체들이 64M 

DRAM을 본격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재료의 수요가 늘고，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화학약품 등 시장 비중이 큰 품목들의 국내 생산 

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시 장 규모와 국산화율 모두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2) 연줄망(network) 형 성 과정 

@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 

업체간 연줄망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 소자업체들의 반도 

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지원이 활발해지기 시작 

하였다. 삼성반도체는 1993년 말 국내 장비업체 지 

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협력업체가 국산화 개 

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2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인 

8) 국내 반도체 3사의 생산시설을 보면， 삼성반도체의 경우 부천공장(경기도 부천시， 1974년 완공)， 기흥공장(경기도 용인 
군， 1984년 완공)， 온양공장(충남 아산군， 1991년 완공)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반도체의 경우 이천공장(경기도 이천 
시， 1983년 완공)， LG반도체의 경우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1989년 완공)과 구미공장(경북 구미시， 1979년 완공)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9) 전자신문 1998. 3.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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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지원과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며， 개발 

설비에 대하여 2년간 구매를 보장하였다(이규남， 

1997). 현대반도체도 1994년부터 반도체장비，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6년에는 40여개 

장비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공동개발 형식의 지원 

을 확대하였다. LG반도체(당시 금성일렉트론)의 

경우 1994년 장비관련 10여개 협력업체와 정기 기 

술교류 활성화， 장비표준화 둥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였고， 1995년에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반도체장비 국산화 개발사업은 1995년부터 중기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국내 장비 업체들의 개발 부담을 

줄이고 국산 장비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사업비를 정부지원금 40% , 소자업체 40%, 장비업 

체 20%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소자업체들의 국산화 개발과 더불어 협력회사 

관리가 체계화되는 움직임도 보였다. 1990년대 중 

반 이후 삼성반도체는 전체 협력회사에서 반도체 

부문을 분리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현대반도체 

와 LG반도체의 경우 평가 기준을 점수화하고 이 

에 따라 우수한 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 

다이 반도체 소자업체들은 협력업체 관리 전략에 

있어 그 수를 축소하고 있으나， 한 품목에서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동 

일한 품목에서 두 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전자의 S과장은 “협력 

업체 관리 전략은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예화와 

이원화가 바로 그것이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선발하여 협력업체 수를 줄이고， 대신에 한 품목 

을 한 업체가 전량 납품하면 독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업체를 경쟁시키는 것이 기본적 

인 방침입니다”라고 말했다. LG전자의 B대리도 

“협력업체 선발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업체수를 

축소하고 있지만 한 업체에서 한 품목을 전부 공 

급받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소자업체의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지원 

제도는 크게 기술부문， 자금부문， 경영지도부문， 

인력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이 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LG반도체 

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표 5와 

같다.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에 대한 반도체 3 

사의 지원 사항 중 세 업체 모두 기술 부문의 이 

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 부문에 

서 삼성반도체는 현대반도체나 LG반도체에 비해 

표 5. 반도체 3사의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지원 내용 

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LG반도체 1 

지원 내용 거래업체 (52사)중 거래업체 (40사)중 거래업체 (39사)중 

이용업체수(%) 이용업체수(%) 이용업체수(%) 

기술지도 17 (32.7) 9 (22.5) 6 (15.4) 
기술 선진기술 도입 지원 5 (9.6) 3 (7.5) 2 (5.1) 

생산제품 실험장소 제공 13 (25.이 14 (35.이 11 (28.2) 

자금 
자금지원 15 (28.8) 2 (5.0) 1 (2.6) 

융자 알선 및 지급 보증 2 (3.8) 1 (2.5) 0 (0) 

경영 
경영자교육 17 (32.7) 9 (22.5) 3 (7.7) 

경영정보 제공 15 (28.8) 8 (20.0) 7 (17.9) 

인력 
인력 알선 4 (7.7) 8 (20.0) 2 (5.1) 

전문 인력 양성 교육 21 (40.4) 13 (32.5) 7 (17.9) 

자료:설문조사 

10) 삼성반도체의 협력회사는 ‘협성회’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반도체는 ‘현우회’， LG반도체의 경우에는 
‘LG반도체 friends’ 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4 



地理學論養 第33號(1999. 2) , 1-26. 

기술 지도나 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측면에 구개발 인력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증 

서 적극적이며， 현대전자는 개발한 제품을 실험할 가하였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LG반도체 사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내자료). 성장에는 소자업체들과의 정보 교환이 중요한 영향 

이처럼 반도체 3사는 각각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을 미쳤다.S사의 H차장은 “고객업체에 다니면서 

이들 업체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협력 그 요구 사항에 맞추는 과정에서 기술이 향상되었 

초기에는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이 특정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회 

소자업체와 제품을 공동 개발한 경우 그 제품을 사는 간단한 스페어파트(spare-맹rt; 부품)를 생산 

타업체에 납품할 수 없었고， 소자업체 측에서는 하다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타업체의 협력업체가 납품할 경우 자사의 정보가 말하였다.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간 정 

유출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배타적인 협력업 

체가 구성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제품의 90%이상을 LG반도체에 납품하는 태양정 

밀의 경우， 삼성반도체나 현대반도체와 거래를 시 

작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또 삼성반도 

체의 자회사인 한국DNS의 경우에는 현대반도체나 

LG반도체 측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장비 설치와 

사후 관리 (after service) 를 다른 업 체 가 대 행 해 야 

했다. 그러나， 반도체 3사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여 

협력업체의 생산품을 전량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 

지자 점차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이 타업 

체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장비업체인 

준텍의 경우 1998년 삼성반도체와 공동 개발한 제 

품을 타업체에 판매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 관련 장비 · 재 

료업체들은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소자업체들의 

주문에 대웅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더욱 힘을 기 

울였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로 나타나 연 

보 교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접촉 

방법에 따른 정보 교환 회수를 통해서 나타난다.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방법은 크게 직접 방 

문， 전화나 FAX 이용， 전산망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웅답한 51개 반도체 관련 장 

비 · 재료업체들은 1994년에 비해 1998년 소자업체 

와 접촉하는 평균 회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e-mail이나 

전용 회선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 

다(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사내자료). 

그러나， 전산 시스탱이나 전화， FAX 이용과 함 

께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직원이 소자업체 

를 직접 방문하는 회수도 증가하였다. 기술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의 경우 대면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영업 관련 업무나 사후관리 

(after serviæ) 측면 모두 직 접 방문 회 수가 증가 

하였다. 동진화성의 L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술에 관한 정보는 직접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 

표 6.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의 변화 서 확실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보안의 필요성 

연구개발 인력*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 

자료:설문조사 
* 설문에 웅답한 37개 업체(1994년)， 43개 업체 (1998년)의 
평균 

** 설문에 응답한 40개 업체 (1994년)， 46개 업체 (1998년)의 
평균 

때문에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합니다. 전산망이 아 

무리 발달한다 해도 소자업체 (user)를 직접 찾아 

가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소자업체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로 전 

달되는 정보는 이전 시기에 가격이나 납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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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의 정보 교환 회수의 변화 

정보 교환방법 1ffi4년 정보 교환 회수* 1998년 정보 교환 회수* 

영업 관련 업무로 고객업체 직접 방문 

사후 관리 업무로 고객업체 직접 방문 

전화나 FAX 이용 

E-mail 이용 

전용회선 이용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한 51개 업체의 평균값 

표 8. 반도체 소자업체에서 장비 · 재료업체로 전달되는 정보 

내 용 웅답업체수(%)* 

품칠 관련 주문 사항 41 (70.7) 

장비 및 재료에 관현된 서비스 요구 39 (67.2) 

제품 디자인 관련 주문 사항 23 (39.7) 

반도체 생산 과정 상에서의 기술적 문의 23 (39.7) 

고객업체의 장비 · 재료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12 (20.7) 

외국 장비 · 재료업체 동향에 관한 정보 8 (13.8) 

장비 및 재료의 예상수요 5 (8.6 

반도체 제조 공정 상에서 얻은 노하우(know-how) 5 (8.6) 

자료:설문조사 
* 설문 대상 58개 업체의 복수 응답 결과 

관련 주문 사항이 나 사후 관리 (after serviæ) 요구 

에 대한 정보의 비중이 커졌다. 

한편， 설문 대상 업체 중 반도체 3사의 협력업 

체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반도체 3사에서 

협력업체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은 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LG반도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현대반도체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해 품질에 관련 

된 주문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게 전달되며， 반도 

체 생산 과정에서 장비 · 재료업체에 기술적인 사 

항을 자주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도체 소자업체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로 정보가 전달될 뿐 

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에서 소자 

업체로 정보가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기술력 향 

상에 따라 소자업체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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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16회 주 3.39회 

주 2.02회 주 2.65회 

일 3.43회 일 5.76회 

주 0.19회 주 2.21회 

주 0.08회 주 1.02회 

표 9.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에서 반도체 소자업체로 
전달되는 정보 

내 용 응답업체* 

장비 및 재료 사용 관련 사항 41 (70.7) 

예상납기 36 (62.1) 

제품 디자인 수정안 34 (58.6) 

생산관련 애로사항 17 (~.3) 

장비 ·재료 생산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know-how) 14 (24.1) 

앞으로의 장비 및 재료 동향에 관한 정보 12 (20.7) 

자료:설문조사 

* 설문 조사 대상 58개 업체의 복수 용답한 결과 

단계에서 벗어나 반도체 관련 장비 • 채료업체들이 

업계 동향과 노하우(lrnow-how)를 제공하는 경우 

도 생겼다. 이런 정보는 반도체 소자업체들이 장 

비， 재료 구매 계획을 세우고， 생산 기술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D 

사의 C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90년대 초 

까지는 소자업체 (user) 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대부 

분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최근 

세계 장비 동향이나 차세대 기술 같은 자료를 소 

자업체 (user) 에 제공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은 우 

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사전에 선전하는 효과 

도 있습니다 

이같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이 소자업 

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은， 이 

전 시기에 반도체 소자업체에서 장비 • 재료업체로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었던데 비해 호혜성 

( reciprocity )을 충족시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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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위의 그림은 한국DNS， 한국TOWA， 디아이， 삼 

호엔지니어링， 국제일렉트릭의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보 교환 과정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비업체들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접 접촉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DNS의 L차장은 ‘영업 관련 업무를 하는 사 

람들은 커스터머 (customer; 반도체 소자업체)가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려 노력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필요한 장비의 종류 

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장비업체 측에서는 주문 

사양에 대해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여 설계도를 만 

들거나 시제품(잃mple)을 제작한다. 작성된 제품 

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간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원활 

해졌다는 사실은， 이런 호혜성 (reαprocity) 이 나타 

나는 연줄망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한편， 설문 조사 대상인 반도체 3사의 협력업체 

에 포함된 업체들을 비교해 보면， 현대반도체 협 

력업체들은 삼성반도체나 LG반도체 협력업체에 

비해서 장비나 재료 사용에 관련된 사항이나 예상 

납기에 관한 내용보다 제품 디자인 수정안에 대한 

정보를 소자업체에 전달하는 경향이 크다. 이들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가 소자업체에 기술적 노하 

우(know-how)를 제공하는 경우는 삼성반도체 협 

력업체들보다 현대반도체나 LG반도체 협력업체들 

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정보 교환은 제품 생산 과정에 따라 

특정 용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잃m때e 평가 

장비 수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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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반도체 장비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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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업간 연줄망과 공간적 특성 

의 초안은 소자업체가 용도， 품질 둥을 고려하여 소자업체에 제공하기도 한다. 제품의 설치 (set-up)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수정할 부분이나 부가 나 사후 관리 (aft:er seπiæ) 단계는 기술 관련 정보 

할 내용은 다시 장비업체로 전달되고， 장비업체가 가 교환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한국TOWA의 

이런 요구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반복된다. 소 S씨와 한국DNS의 L차장， 태양정밀의 S이사에 따 

자업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정식으로 제 르면， “장비업체 인력이 생산라인에 제품을 설치하 

품을 발주(purcha밟19 order) 한다. 반도체 장비업체 는 과정에서 소자업체의 장비 이용 현황을 알 수 

는 초안을 바탕으로 주문 사항에 따라 제품을 설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자업체와 협력 

계하여 제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소자 이 필요하게 되어 소자업체의 생산 공정상 축적된 

업체가 중간 검사를 위해 직접 장비업체를 방문하 기술적 노하우(know-how)와 장비업체의 기술적 

기도 한다. 제품이 완성되면 소자업체의 최종 검 노하우(know-how) 가 간접적으로 교환된다”고 하 

사가 이루어지고，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장 였다.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제품의 사 

비는 가격에 대해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출하 후 관리 (after service)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고장 발 

(buy-off) 된다. 장비업체는 소자업체를 직접 방문 생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독 

하여 제품을 설치 (set-up) 하게 되고， 이런 장비의 

설치는 길게는 2-3개월에 걸리는 작업이므로 장비 

업체들은 소자업체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자적인 노하우(know-how)를 구축하고 있다 11)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와의 협력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증대하자 소자업 

제품 설치 이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장비를 사 체들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로부터 제공되 

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 는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의 국산화， 표 

업체의 사후 관리 (after seπiæ)가 필요하다. 반도 준화， 공정이나 업무의 개선 내용 둥에 대하여 협 

체 장비의 경우 대부분 부품의 종류가 많고 현장 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삼성반도체， 현대 

에 도착해서야 원인을 알 수 있는 고장이 많기 때 반도체， LG반도체 사내자료). 이런 사실은 반도체 

문에， 사후 관리 (after serviæ) 를 위해서는 직접 방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 관계에서 이전 시기에 

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도체 소자업체에서 장비업체 

로 정보가 가장 많이 전달되는 단계는 시제품 

(잃mple) 제작 단계로 특정 용도에 맞는 디자인 

(spec퍼ca디on)과 품질 관련 주문 사항이 빈번히 전 

달된다. 위의 설문 조사 결과와 같이 소자업체에서 

장비업체로 가장 빈번히 전달되는 정보는 제품 디 

자인과 품질 관련 정보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장비업체는 소자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제품 선택 

비해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영향력 (power) 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대규모 수 

요자인 반도체 소자업체의 영향력 (power) 이 여전 

히 우월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에 비해서 연줄 

망 내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위치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반도체 소자업체와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의 정보 교환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또 기업간 연줄망이 형성되었다. 반도체 3사를 중심 

한 장비업체는 소자업체의 수요가 있기 이전에， 자 으로 한 연줄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 

사 제품을 선전하고 다음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줄 

소개나 세계 장비， 재료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망 형성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11) 한국DNS의 L차장은 ‘정기적인 사내 회의를 열어 after seπiæ를 통해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know-how)들이 발표되 
고 이것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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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3사의 협 

력업체 포함 여부가 기업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원원수 증감율， 연 

구개발비 투자 증감율， 협력업체 포함여부를 나타 

내는 dummy 변수를 사용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결과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0.766Xl - 3.641Xz + 147.520X3 
(9.174)* (-0.569) (3.717)* 

Y : 1994년 대비 1998년 반도체 관련 장비 · 재 
료업체 매출액 증감율(ppoint) 

Xl : 1994년 대비 1998년 반도체 관련 장비 · 재 
료업체 종업원 증감율(ppoint) 

Xz : 1994년 대비 1998년 반도체 관련 장비 · 재 
료업체 연구개발비 증감율(ppoint) 

X3 : 1998년 기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의 반도체 3사 협력업체 포함 여부 

팔호 안의 숫자는 각 계수가 0이라는 귀무 가설 하에서의 

t값을 의미한다. 
* 표시는 1%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t값은 3.717이며， 따라서 협력업체 포 

함 여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은 1% 유의 수준에서도 기각된다. 즉， 기업간 

연줄망의 형성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 연줄망의 다각화 

1995년 이후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재료 시장 

이 축소되면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품목을 다각화시키고 고 

객업체를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1998년 현재 반도체 3사의 협력업체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 약 81%가 반도체 3사 중 2 

개 이상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동종업체 

들간 정보 교류나 협력은 경쟁 의식으로 인하여 

12) 전자신문， 1998. 5. 1. 

'19 

地理學論義 第33號(1999. 2) , 1-26. 

표 10.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들의 생산품목수와 
고객업체수의 변화 

생산품목수(개/평균)* 

고객업체수(개/평균)** 

자료:설문조사 

* 설문조사에 웅답한 40개 업체 (1994년)， 46개 업체 (1없8 

년)의 평균값 
** 설문조사에 웅답한 51개 업체 (1994년)， 54개 업체 (1998 
년)의 평균값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반도체의 L과장은 “반도체 장비업체들이나 

원자재(재료)업체들끼리 정보 교환은 거의 없습니 

다. 서로 경쟁을 의식해서 바로 옆에 있는 업체끼 

리도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반 

도체 3사는 협력업체 관리에서 동종업체들간 소모 

임을 장려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있으나， 실 

질적인 정보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진화 

성의 L차장은 “커스터머 (customer; 소자업체)가 

비슷한 업종의 협력회사들을 묶어서 모임을 가지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모임이죠. 

이미 지난 기술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만 이야기하다 헤어집니다”라고 밝혔다. 

대신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소프트웨 

어나 부품， 원료를 취급하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아펙스와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코닉시스댐， 그리고 

프로세스 모률 컨트롤러 개발업체인 에이릭스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디아이는 공급업체 중 한 회사에 

기술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요 부품을 

최근 개발했으며， 한양기공은 부품 가공 전문업체 

를 통해 가스 공급 장비용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12) 

한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비용과 노 

력이 필요하고， 실패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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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산업에서 정부 지원 또는 민간 주체의 산학 공 료업체간 관계에서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가 특정 

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 소자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감소시키 

대 둥 서울 소재 대학은 물론 KAIST, 호서대 동 며， 대학이나 연구소가 산학연계라는 틀 안에서 

지방 대학들도 반도체 관련 연구소를 지원하고 다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간 협력에 매개체 역할을 

양한 형태의 산학 공동 사업을 추진중이다. 

충남지역 협력연구센터인 호서대 반도체 제조장 

비 국산화연구센터는 1995년부터 국내 반도체 장 

비 업체와 공동으로 관련 제어 및 운영시스댐을 

개발하고 있다 13) 한편 반도체장비 기술교육센터 

(SETEC: Semiconductor Equipment Technology 

Education Center)는 1997년 통상산업 부 과제로 추 

진되어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천 

안 장비공단 인근의 한국기술교육대학 내에 설립 

되었다. 반도체장비 기술센터는 전문 기술 공동연 

구회( workshop)와 품평회 둥을 통하여 반도체 소 

자업계， 장비 · 재료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여 반도체 산업의 연줄망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 발 

간 자료， 1998). 반도체 재료 부문에서는 1998년부 

터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반도체 재료 국산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 

내 6개 재료업체가 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 14) 

반도체 장비 · 재료산업에 있어 ‘산학협력’은 정 

부의 지원을 받는 활통 이외에 기업 개별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태양정밀의 경우 KAIST, 

포항공대 등에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이 

는 기업주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 

접 방문하여 도움을 청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태 

양정밀의 S이사는 반도체 관련 연구소의 “계속적 

인 기술 자문과 자료 제공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 

상에 많은 도웅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태양 정밀 

측에서는 연구소에 가끔 싼 가격으로 실습용 장비 

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연줄망이 

다각화되는 현상은，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 

13) 전자신문， 1998. 11. 23. 
14) 전자신문， 1998. 1. 16.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 

국내 

O 쾌장비 재료업체 
• ....... 정보의 이동 

수출 

그림 5.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의 연줄망 
(1990년대 중반 이후) 

3) 연줄망(network)의 공간적 측면 

@ 국내 연줄망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 

체들의 입지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상사나 외국 지사의 경우는 주로 서울에 분포 

하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관련 장 

비 · 재료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경기도와 충청도에 

분포한다. 

또한， 1998년 들어서 외국계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지사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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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반도쩨 

A 흰대반도해 

~- 고속도로 

그림 6.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1997년)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명부(1997) 

표 11.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입지 (1997년)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수(%) 

1992년 1997년 

서울 29 (29.이 25(20.0) 
경기 43 (43.0) 6없4(떠512) 

충청 10 (10.0) 22 (17.6) 
기타 18 (18.0) 14(1l.2) 
합계 100 (100.0) 125 (10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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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이전하였다15} 특히， 경기도 분당 지역은 서울 

에서 멀지 않으면서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의 공장 

이 있는 기흥， 이천， 청주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 

에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이 선호하고 있 

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형 공장에 입지한 삼호 

엔지니어링의 H차장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소자업체 (user) 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곳으 

로 이전하였다”고 말하였다. 

반도체 3사와의 협력 관계가 반도체 관련 장 

비 • 재료업체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소자업체와의 정 

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반도체 3사와의 접근 

성을 중시한다. 연줄망 형성 과정에서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간 정보 교환량이 증 

가하고 대면 접촉을 필요로 하는 정보가 중요해짐 

에 따라， 정보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반 

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입지 선정에 중요하 

게 고려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2. 반도체 판련 장비 · 재료업체의 입지 요인 

입지 요인 웅답업체수(%)* 

고객업체와의 접근성 37 (67.3) 

대도시의 시설， 정보， 인력 활용 25 (45.5) 
저렴한 가격의 부지 24 (43.6) 

원자재나 부품 공급업체와의 접근성 14 (25.5) 

깨끗한 환경 조건 6 (10.9) 

자료: 설문 조사 
* 설문조사에 웅답한 55개 업체의 복수 응답 결과 

반도체 3사의 협력업체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의 경우 연줄망이 형성되었다고 

자료: 반도체산업협회 회원명부 (1992, 1997) 볼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 입지는 반도체 3사중 

거래하고 있는 업체와 인접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웅직임이 있었다. 이중 노벨러스， 사이머， 개소닉， 할 수 있으나， 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LG반도체 

PRI 오토메이션， 티갈 둥은 경기도 분당으로 사무 의 협력업체 분포는 업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15) 전자신문， 199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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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 같은 사실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 

업체의 거래 관계가 형성된 역사를 반영한다. 설 

문 조사한 업체중 반도체 3사의 협력업체에 포함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3사와의 거래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반도체 3사 협력업체의 거래 시작 관계 

설문 처 삼응시성으작반로한도 거 업체혜에와를 처 현음대으반로도 거체래와를 처 L음G으반로도체 거와래를 조업사체한수 
시작한업체 시작한 업체 

삼협생력반업도체체 35 28 (80.0) 7 (20.0) 0(0.0) 

현협대력반업도체체 a 23 (82.1) 2 (7.1) 3 (10.7) 

LG반도체 14 10 (71.4) 3 (21.4) 1 (7.1) 협력업체 

자료: 설문 조사 

삼성반도체， 현대반도체， LG반도체 협력업체들 

의 거래 시작 시기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반도체 

3사중 삼성반도체와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한 업 

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도 

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 대부분은 처음에 삼성반 

도체와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후 현대반도체나 

LG반도체와 거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초기에 삼성 

표 14. 반도체 3사의 샘산 시설 입지와 설립시기 

생산 시설 입지 완공시기 

부천공장(경기도 부천시) 1974년 

삼성반도체 기홍공장(경기도 용인군) 1984년 

온양공장(충남 아산군) 1991년 

현대반도체 이천공장(경기도 이천시) 1983년 

LG반도체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1989년 

구미공장(경북 구미시) 1979년 

자료: 반도체 3사의 사내 자료 참조 

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천안 지역이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의 입지로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안 공업단지는 천안시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 

심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를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 

한 단지로 1990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하였다(국토 

개발연구원， 1998). 이 지역은 장비 수요처인 소자 

업체와 가까운데다 각종 부품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이 

나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다. 또한， 인근에 호서 

대학， 단국대학， 천안공업전문대학， 순천향대학， 한 

국기술교육대학 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 

가 마련되어 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 1998. 6.). 

반도체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나， 천안공업단지에서 동종업체간 교류는 

입지하였기 때문에 반도체 3사의 협력업체 분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삼성반도 관리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 

체가 현대반도체나 LG반도체보다 먼저 반도체 산 으로 반도체 관련 업체간 연줄양 형성에 도웅이 

업에 진출하였고， 가장 먼저 장비， 재료를 국내에 

서 구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가 다수의 

고객업체에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안에서는 

특정 고객업체에 인접하여 위치하기보다 다수의 

고객업체들과 교통이 편한 지역을 선호하게 되었 

다. 즉， 국내 주요 소자업체가 위치한 기홍， 이천， 

청주와 접근성이 두루 용이한 지역이 선호되고 있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그러나， 개인적 친분을 통하 

여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간 제품 개 

발에 있어 중복 투자를 회피하는 둥 간접적인 협 

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었다. 한국 TOWA 

의 P차장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안면 

이 있게 마련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같 

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간에 현재 어떤 

16) 천안 제2공단에 입지한 한국TOWA， 한국DNS， 국제일헥트릭의 관계자들은 공단 내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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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업체들간에 서로 중복되는 제품 개발에 투 

자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 국제적 연줄망(network) 

이 시기에는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해 

외 진출이 늘어났다. 설문 조사한 업체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 

을 시작하였으며， 동남아와 미국 지역에 주로 수 

출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들은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웅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과 통 

상 마찰 소지를 제거한다는 목적에서 해외 생산 

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17) 국내 반도체 관련 장 

비 · 재료업체들의 수출은 이러한 소자업체들의 해 

외 진출에 따른 동반 진출과 함께 해외 업체에 대 

한 독자적 인 수출로 나타난다. 특히 1995년 이후 

국내 반도체 장비， 재료 시장이 감소함에 따라 독 

자적인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의 국내 생산량 중 해외로 수출되는 반도체 장비 

의 비중은 1998년 2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산업협회， 1998). 

국내 장비， 재료 산업에서 동종업체간 협력이 

17) 반도체 3사의 해외 진출 현황 

삼성반도체 

地理學論難 第33號(1999. 2) , 1-26.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해외진출에서 

장비업체간 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아펙스， 선익 

둥 화학증착장비 (CVD) 생산업체들은 미국 현지 

에 ‘AJUSUN’ 이라는 공동 판매법인을 1998년 설 

립했다. 동종업체들간 경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판매 활동에서의 협 

력은 이후 생산이나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소자업체와 국내 장비 · 

재료업체간 연줄망이 형성된 과정과 연줄망의 내 

용，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소자업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연줄망은， 소자업 

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 

체가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연줄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반도 

체 소자업체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로 

현대반도체 LG반도체 

해외 중국 미국(오레곤주 Eugene, 1998) 
영국(웨일즈) 

생산시설 미 국(Texas， Austin, 1996) 영국(스코틀랜드) 

대만(1994) 

중국(상하이， 1993) 

(북경， 1997) 
미국(San ]ose) 

러시아(모스크바， 1997) 
~~ 미 국(San ]ose, 1990) 

해외 
캐나다(온타리오， 1997) 싱가폴 독일(1996) 

판매법인 
싱가폴(1990) 

대만 싱가폴(1996) 
홍콩(1989) 

일본 대 만(1997) 
필리핀(마닐라， 1997) 홍콩 홍콩(1993) 
미국(San ]ose, 1983) 

중국 (텐진) 
독일 (1987) 

일본(동경， 1989) 
영 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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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호혜성 (reciprocity )이 

충족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 · 재료 

업체들이 반도체 소자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 

우 컸다. 이는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 • 재료업체 

간 관계에서 반도체 소자업체의 영향력 (power) 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그 기 

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소자 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 

가 가속화되고 제품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저임금의 경쟁력을 앞세운 국 

가들이 신규 진출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 장비 · 재료업체의 성 선진국들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제품 

장으로 소자업체와의 정보 교환에서 호혜성 생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reciprocity )이 충족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반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부문에서 세계적 

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의 영향력 (power) 이 이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소자산업의 변화가 

전 시기에 비해 커졌다. 요구되고 있다.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에 직면한 

둘째，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간 연줄망 한국 반도체 소자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 

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3사는 협력업 

체를 대상으로 동종업체간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 

을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 

고 있다.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지리적 

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객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을 의식하여 상호 정 

보 교환이나 협력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줄망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이들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매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장비， 재료산업의 연계망이 정부 주도로 혹은 민 

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가 밀집된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대학과의 산학연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국지적 연줄망 활성화의 기 

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확산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 

체들의 기업 활동에서 반도체 소자업체와의 접근 

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다수의 소자업체에 납품하 

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거래하는 소자업체들 

과 교통이 두루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게 되었다. 

해서는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 재료업체와의 협 

력 연줄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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