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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2025”차세대 IT분야 기술로드맵

2015년 5월 8일국무원에서 「중국제조2025」를발표하고 제조업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

3단계전략적목표를수립하였다.�「중국제조2025」는중국이제조강국전략을실행하는첫번

째10개년행동강령으로,�2025년까지글로벌선두에도달하기위해10대우위영역과전략적

산업을 발전 핵심으로 확정하였다.�10대 중점 영역에는 차세대 IT산업,�첨단 CNC�공작기계

및 로봇,�우주항공설비,�해양공정설비 및 첨단기술 선박,�첨단 궤도교통설비,�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자동차,�전력설비,�농업용설비,�신소재,�의약바이오및고성능의료기기등이포함된다.�

본문에서는 차세대 IT분야 기술로드맵을 다루었다.

제1절 IC 및 전용장비

IC는 반도체 공정을 통해 대량의 전자부품을 통합하여 이루어진 특정 기능을 가진 회로를 지칭

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IC 설계, IC 제조, IC 패키지 테스트, 핵심장비와 소재 등 내용을 포함한다.

1. 수요 

글로벌 IC 시장규모는 2011~2015년 약 2920~3280억 달러(연평균성장률 4%), 

2016~2020년 약 3280~4000억 달러(연평균성장률 4%), 2021~2030년 약 4000~5375억 

달러(연평균성장률 3%)로 예상된다.

중국 IC 시장규모는 2011~2015년 약 840~1180억 달러(연평균성장률 12%), 

2016~2020년 약 1180~1734억 달러(연평균성장률 8%), 2021~2030년 약 1734~2445억 

달러(연평균성장률 3.5%)로 예상된다. 

글로벌 IC시장 대비 중국 IC시장 비중은 2015년 36%，2020년 43.35%，2030년 46%의 

속도로 증가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 IC시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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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C 생산액은 2015년 483억 달러(내수 충족률 41%), 2020년 851억 달러(내수 충

족률 49%), 2030년 1837억 달러(내수 충족률 75%)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상기 데이

터를 통해, 내수를 충족시키고 IC제품 자급자족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략적 제품시장을 차지하는 것이 IC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한 최대 성

장원동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목표 

국가전략 및 산업발전 수요에 맞추어 IC 설계업에 역점을 두고 IC 제조업의 발전을 가속

화하며 첨단 패키지 테스트업의 발전수준을 제고하고 IC 핵심장비와 소재를 확보한다. 

2020년까지 중국의 IC산업과 세계 선진수준 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시키고 IC산업 매출

액 연평균성장률을 20% 이상 유지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모

바일 스마트 단말, 네트워크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중점분야의 

IC설계 기술수준을 세계 선두 수준으로 제고하고 생태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한다. 

16/14nm 제조공정의 규모화 양산을 실현하고, 패키지 테스트 기술을 세계 선두 수준으로 

제고하며, 핵심장비와 소재를 글로벌 공급체계에 편입시키고, 기술이 선진적이고 안전하

며 신뢰가능한 IC산업체계를 대체적으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IC산업사슬의 주요 영역

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중국기업들이 세계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3. 발전중점

가. IC설계 

(1) 서버/데스크탑 CPU 

싱글코어/듀얼코어 서버/데스크탑 컴퓨터 CPU, 멀티코어 서버/데스크탑 컴퓨터CPU, 

매니코어 서버/데스크탑 컴퓨터 CPU 

(2) 임베디드 CPU 

저전력 고성능 임베디드 CPU, 저전력 멀티코어 임베디드 CPU, 초저전력 매니코어 임

베디드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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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억장치

DRAM, eDRAM, Flash, 3D V-NAND Flash

(4) FPGA 및 동적 재구성 칩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동적 재구성 플랫폼 

(5) IC설계 방법론 

SoC(System on Chip) 설계, ESL(Electronic system-level) 설계, 3D-IC설계

 

나. IC제조 

(1) 신소자 

HK메탈게이트 및 SiGe/SiC 응력, FinFET(fin field effect transistor), 양자소자

(2) 노광기술 

이중노광, 다중노광, EUV(extreme ultra-violet), 전자빔 노광, 193nm 포토레지스트, 

EUV 포토레지스트 

(3) 소재 및 통합기술

65~32nm 포토마스크 소재 및 통합기술, 20~14nm 포토마스크 소재 및 통합기술

다. IC 패키지

(1) 플립칩 패키지 기술 

대면적 FCBGA(flip chip ball grid array)

(2) MCP(MultiChip Package)

듀얼칩 패키지, 3D SIP(System In Package, MCO(Multi-Component IC)

4. 중대장비 및 핵심소재 

가. 제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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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nm 공정장비, 20~14nm 공정장비, 18인치 공정장비 

나. 노광장비

90nm 노광장비, 이머전 노광장비, EUV 노광장비 

라. 제조소재 

65~32nm 공정소재, 22~14nm 공정소재, 12/18인치 실리콘 웨이퍼 

마. 패키지장비와 소재 

고밀도 패키지 첨단장비 및 소재, TSV 제조 핵심장비 및 소재 

5. 전략적 지탱 및 보장

가. IC산업 투자기금 규모 점진적 확대, 2기, 3기 기금 설립

나. 기존 정책 및 자원의 시너지 효과 증대

IC 연구개발 전문프로젝트, 국가 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를 통한 범용기술 연구개발 지원, 

국가 IC산업 투자기금을 통한 산업화 지원 등 자원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다. 인적자원 양성 및 유치 강화, 마이크로전자학과 구축에 대한 지원 강화

라. 기술도입, 소화, 흡수 정책 마련 및 지원

마. 지적재산권 보호 협동 메커니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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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2025”차세대 IT 기술로드맵(1) - IC 및 전용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