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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반도체산업의영향은일부부정적

I. 코로나19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 반도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생산에 차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도체 업계는 공급량을 조절해가며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코로나19가 반도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영향 분석

영향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반도체 수요 반도체 공급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활동
제한으로 스마트폰, 데스크톱 PC 등
IT 제품의 판매 부진이 예상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
전방 산업의 침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서버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

 북미와 중국에서 게임∙영화 등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트래픽 증가는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견인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이 늘어나면서
이 와 관 련 된 네 트 워 크 와
컴 퓨팅 ∙ 서 버 수요가 증가 할
가능성이 존재

 반도체 장비 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및 재택근무 돌입으로 반도체 장비
공급망에 적신호 발생 가능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20년
글로벌 팹 장비 투자액을 580억
달러에서 578억 달러로 하향 조정

 미세공정 ,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은 신규
라인 증설 차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반도체 공정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 타 제조 산업보다 노동력 부족
및 인력 이동 제한의 영향이 적음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
가동에 문제 없이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

 반도체 가격 (P) 상승은 수요 (Q)
감소로 인한 손실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계의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악성 재고가 증가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 데스크톱 PC
등 IT세트 제품의 반도체 수요는
감소하겠으나 , 서버용 반도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음

반도체 공급보다 수요 측면에서의 회복
속도가 반도체 업계의 영향을 좌우할 것

 반도체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 반도체 기업들 또한 공급을
감소시키며 시장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감소에 주력하며 설비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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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국내반도체기업의생산라인은정상가동중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중국 내 한국, 중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현황

Source: Google map,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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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파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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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

시안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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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SK하이닉스
(NAND 후공정)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 공장을 보유. 1공장은 ‘12년에 착공해 ‘14년
상반기부터 가동 중이며, 2공장은 ‘17년 8월부터
1단계 투자를 진행했으며 ‘20년 3월 5세대
낸드플래시를 첫 출하

 중국 쑤저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가전∙디스플레이 공장과 대만
폭스콘 공장이 있음

 SK하이닉스는 ‘06년부터 중국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시스템IC는 ‘20년
2분기에 중국 우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준공할
예정

 SK하이닉스는 ‘14년 7월부터 충칭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가동 중

중국
기업

 중국 우한에는 YMTC, XMC 등 칭화유니그룹
계열의 반도체 기업 2개가 있음

 YMTC는 우한에 낸드플래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연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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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언론보도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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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의적극적인대응으로공장 ‘셧다운’ 위험은低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 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Source: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세계반도체협의회, 코로나19 대응 “반도체산업 필수 산업 지정＂
공동성명 발표 (‘20.03.27)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와 주요 반도체 생산국(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대만)의 반도체 협회는 코로나19가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반도체 산업이 “필수 산업(Essential businesses)”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동 성명서를 발표

 반도체는 금융, 통신 , 의료 등 주요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부품으로 한 지역에서의 공장 셧다운이 생길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해 전자 산업 전반에 타격을 일으킬 수 있음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기간시설 안보국(CISA), 
반도체 산업을 ‘핵심 인프라’로 지침 발표

 미국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욕 주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권장

 자동차, 가전 업계의 공장이 연쇄적으로 셧다운되는 상황과 대비해
반도체 업계에서의 공급 이슈는 제한적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며
정부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와 직장근무를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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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Fab)
진입
조건

반도체공장에서코로나19 확진자발생확률은제한적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전염병의 확산은 생산에 차질을 유발하나, 반도체 생산 시설(Fab)의 특성상,
코로나19가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20.3.30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생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무직으로 공장은 정상 가동 중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생산에 차질을 일으키나 … … 반도체 생산 시설의 특성상,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충격

구분
생산시설
피해

노동인력
감소

경제심리
위축

생산
차질

주요국
확산

1. 기간시설피해
(지진, 태풍) ○ X ○ ○ X

동일본 대지진
사례 (2011년)

○ X ○ ○ X

2. 전염병 X △ ○ ○ △

스페인 독감 사례
(1918년)

X ○ ○ ○
△

중국 SARS 사례
(2003년)

X X ○ ○ △

Note: ○(영향있음), X(영향없음), △(일부영향)
Source: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클린룸(Clean room)은
Class 1 또는 Class 10* 정도의 시설을 사용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으로 소수 인력만 제한된
구역에 근무하며 인력의 밀접 접촉은 적음

 클린룸 내부는 항상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음

 시간당 400회 이상 음압 병동 수준의 고성능
필터를 거쳐 내∙외부 공기가 순환됨

 외부내부 공기는 헤파(HEPA) 필터, 내부 공기
순환은 울파(ULPA) 필터를 사용

팹(Fab)
내부
환경

 근로자가 클린룸 진입 시, 방진복장(방진복,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방진화, 방진모)을 착용

 에어샤워로 방진 처리 후 클린룸에 진입

 팹 내 자동화 설비는 외부 컨트롤룸에서 제어됨

Note*: Class는 클린룸을분류하는기준으로 1세제곱피트(ft³) 공간에직경
0.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가몇 개 이하로관리되고있는가를
기준으로정의. 가령 Class 10이라고 하면 1ft³ 공간에 직경 0.5㎛ 이상의
입자가 10개 이하로존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것을 의미

Source: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생산 시설, 노동 공급, 
경제 심리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 끼침

 생산 시설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가 회복 기간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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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20년 2분기반도체경기가부진할것으로예상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20년 3월에 조사한 반도체 산업의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의 ‘20년 2분기
수출계약, 설비가동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수출 단가는 ‘20년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추이

Source: 국가통계포털, 한국무역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Note1: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지수는수출 산업의 경기전망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해 개발된 지수로분기별로조사
Note2: 150 이상(매우호조), 110 이상~150 미만(호조), 90 이상~110 미만(보합), 50 이상~90 미만(부진), 50 미만(매우부진)
Note3: 수출계약은해당 분기 내에 수입상의청약에 대하여승낙함으로써효력이 발생하였거나발생이예상되는수출매매계약의누적금액(US$)의변동방향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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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반도체생산지수 3.1% 증가, 단기적부정적영향미미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20년 2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에 비해 3.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생산지수는 서버용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로 3.1% 증가. 반도체 출하지수 또한 전월 대비 9.7% 증가했으며
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3.4% 증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추이

Source: 통계청 『광공업제조업동향조사』 ,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Note1: ‘20년 2월 산업활동동향은 ‘20년 3월 31일 발표되었으며,최근 2개월 수치에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며 추후 수정될수 있음
Note2: ‘15년 수치를 100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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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반도체수출액은높은수준이나하방우려도상존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20년 3월 반도체 수출액은 87.6억 달러로 전년 동기(90억 달러) 대비 2.7% 감소했으나 이는 ‘19년 3월
반도체 수출액이 ‘19년 한 해 동안 가장 높았기 때문.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부정적 수출 타격은
아직까지 미미하나 4월부터 수출 증가세가 꺾일 우려가 있음

국내 반도체 수출 추이 ’20년 3월 10대 주요 수요 수출 품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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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산업통상자원부(2020.04.01),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Note: 산업통상자원부의통계는관세청(2020.04.16)에서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의반도체 수출액(89.8억달러)과다소 차이가 있으며, 통계치는연간 통계가
확정되는 2021년 2월까지일부 수정될 수 있음

Source: 산업통상자원부(2020.04.01),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Note: 산업통상자원부의통계는관세청(2020.04.16)에서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의반도체 수출액(89.8억달러)과다소 차이가 있으며, 통계치는연간 통계가
확정되는 2021년 2월까지일부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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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속에서도반도체가격은상승하는추세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낸드플래시 제품의 고정 거래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20년 2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반도체 가격(P)의 상승은 수요(Q) 감소로 인한
손실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D램(DDR4) 8기가비트(Gb) 평균 가격 추이

Source: 디램익스체인지, 언론보도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Note: 등락률은전달 평균가대비 등락률을의미

낸드플래시 128기가비트(Gb) MLC 평균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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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장기화될경우, 공급사슬의리스크는존재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장비 공급 차질로 인한 우려는 적겠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0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소자 업체의 신규 설비 증설 및 생산량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현황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Lam
Research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Lam
Research)는 ‘20년 3월 19일 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에 따라 3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본사와 리버모어 공장 가동을 중단

 공장 재가공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중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램리서치는 반도체 식각 장비 분야 1위 기업

Source: 언론보도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ASML

 ‘20년 3월 12일 네덜란드 장비 기업 ASML은
임직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순차 재택근무를
권고

 ASML은 10나노 미만 극미세 공정에 필요한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 시장의 대표 주자

AMAT

 캘리포니아 본사 인원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나 매사추세츠주 , 텍사스주 ,
싱가포르 등에 있는 공장은 가동 중

 매출 기준 전체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반도체 장비의 공급 주기는 반도체 부품∙소재와는
달리 길어, 단기적인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임

 ’20년 1월 , 2월 국내 반도체 장비 수입액 중 미국과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높음

 램리서치(Lam Research), ASML, AMAT은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

반도체 장비 공장이 장기간 셧다운되면, 반도체
소자 업체의 생산 계획 변동이 불가피할 것

 빠르면 ‘20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설비 신규 증설 및
램프업(생산량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미세공정,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삼성전자는 평택공장 2기 라인을 짓고 있고, 화성공장과
중국 시안공장에 생산량 확대 작업을 진행 중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 이천공장 준공을 마칠
계획이고 청주공장, 중국 우시공장에 설비 반입 예정



Contents
Page

I. 코로나19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생산(공급) 측면의 변화 4

I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시장 측면의 변화 13

IV. 결론 및 시사점 19



14©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반도체수요시장시나리오전망

I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시장 측면의 변화

IT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IDC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향후 반도체 시장 전망을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80%에 달하는 가운데, 당초 전망은 2% 시장 성장이었으나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에서는 3~6% 시장 감소, 손실액 규모는 258억 달러로 전망

반도체 시장의 4가지 시나리오 전망

Source: IDC(‘20.3.18),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시나리오1
12% 이상 감소

가능성

시나리오2
3~6% 감소

시나리오3
2% 성장

시나리오4
6% 이상 성장

20%

공급망 회복
소요 기간

80% (가장 유력) (당초 전망)

글로벌 경제와
기술 산업 침체

3~9개월 3~9개월 1~3개월 1~3개월

9~12개월 이상 3~9개월 3~9개월 1~3개월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2에서는 격리와 여행 금지 해제, 공급망 회복이 ‘20년 여름 정도까지 이뤄지며, 
코로나19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손실액은 258억 달러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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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반도체수요시장분석

I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시장 측면의 변화

D램 반도체의 주요 수요 시장은 서버, 모바일, 컨슈머(TV, 셋톱박스, 자동차 시스템), PC로 나뉨. 서버와
모바일이 각각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버 시장은 수요 증가 예상되며 모바일 시장은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 전망됨

D램 제품별 수요 시장 비중 D램 수요 시장별 전망

Source: 디램익스체인지,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서버

35%

모바일

35%

컨슈머

19%

PC

11%

‘20년
(예상)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20년
D램 제품별 수요 시장에서는 서버 (35%)와
모바일(35%)이 70%의 비중을 차지

주요 영향품목

서버

모바일

컨슈머

PC

일부 긍정적

주요 영향

부정적

부정적

일부 부정적

 클라우드, 영상 스트리밍, 게임,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교육
확산으로 서버용 D램 수요 증가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시장 감소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고가 단말에
대한 수요 감소

 TV, 셋톱박스, 프린터, 자동차용
시스템 등 컨슈머 D램 수요 시장
감소로 부정적 영향 예상

 데스크톱 PC는수요감소예상되나, 
재택근무, 원격교육확산에따라노트북
PC는일시적수요증가가능성있음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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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수요시장전망 》서버(일부긍정적)
I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시장 측면의 변화

서버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수요 침체에 영향을 덜 받는 B2B 시장의 특징을 보임.
최근 재택근무, 원격교육의 확산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로 서버용 반도체
시장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데이터센터 투자 중단과 보류 등 서버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

코로나19로 인한 서버 시장 수요 변화 코로나19가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력 분석

Source: GS네오텍, 전자신문재인용(‘20.3.19),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확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 영향 예상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협업 툴,
원격교육, 화상 회의 서비스 서버 수요가 급증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앱애니(App Annie)에 따르면,
‘20년 2월 한달간 중국의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는 ‘19년
연간 평균치 대비 80% 폭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게임과
OTT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폭증

 전 세계 클라우드, 기업용 협업 툴, 온라인 교육, 비디오
컨퍼런싱, OTT, 게임 기업의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서버에 탑재되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데이터센터 투자 중단과 보류 등 서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존재

 코로나19 확산으로 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경우, 하반기 서버 수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국내 CDN(콘텐츠네트워크전송 ) 업체인 GS네오텍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0년 2월 비대면 서비스 관련 트래픽이
전월 대비 급증했다고 밝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44.4%로 가장 높은 가운데 교회
등 종교단체의 온라인 예배 40%, 온라인 쇼핑몰 등 e커머스
28%, e러닝 21.1% 순으로 나타남

<2020년 2월 전월 대비 국내 비대면 서비스 증가율>

21.1%

28.0%

40.0%

44.4%

e러닝

e커머스

종교단체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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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수요시장전망 》 모바일(부정적)
I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시장 측면의 변화

스마트폰에는 AP, 이미지센서, 낸드플래시 등 다양한 반도체가 탑재되어,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수요
시장으로 꼽힘.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시장의 8~10% 수준의 기존 전망치 대비 시장 침체가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전망 코로나19가 스마트폰용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10,790 
9,920 10,050 

6,180 

0

3,000

6,000

9,000

12,000

<‘19~’20년 1월/2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비교>

Source: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만 대)

‘19년 1월 ‘20년 1월 ‘19년 2월 ‘20년 2월

YoY -7%
YoY -38%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스마트폰

출하량은 7% 감소했으며, ’20년 2월에는 무려 38% 감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는 ’20년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을 전년 대비 3.5% 감소한 13억 3,000만 대로

수정(당초 전망치 14억 4,000만 대에서 7.6% 하향 조정)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수요 시장 중 하나인
휴대전화 시장이 코로나19로 침체 예상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예상치를 당초 전망 대비 10% 하향 조정하는 등
시장조사기관의 잇따른 부정적 전망 대두

 ‘20년 휴대전화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에 가장
큰 시장 위축이 예상되며 , 2분기부터는 다소 회복이
기대되지만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은 불가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고가의
플래그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어, 반도체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스마트폰에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미지센서, D램,
낸드플래시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메모리 반도체가 탑재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는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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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수요시장전망 》 컨슈머(부정적), PC(일부부정적)
III.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시장 측면의 변화

스마트TV, 셋톱박스 등 컨슈머 제품 시장의 침체기로 컨슈머용 반도체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데스크톱 PC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고, 노트북 PC는 늘어나는 수요와 생산 차질로 인한 공급
감소로 일시적인 위축을 겪은 뒤 회복이 기대됨

코로나19가 컨슈머용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코로나19가 PC용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데스크톱 PC는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침체가
예상되어 반도체 시장에 부정적 영향 전망

 데스크톱 PC 시장은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
코로나19는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노트북 PC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생산 차질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국내에서 온라인 개학이 추진되면서 노트북 PC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 전 세계적인 재택근무 ,
원격교육 증가로 노트북 PC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이 문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년 1분기 세계 노트북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3,500만 대에서 2,750만 대로 21.4%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중국 내 노트북 생산 공장 중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생산이 정상화될 경우 늘어난 수요를 바탕으로 노트북 PC
시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TV, 셋톱박스, 프린터, 차량용 시스템 등 컨슈머
제품에는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등 각종 반도체가
탑재됨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rkit)은 중국 TV
업체의 생산 차질 영향으로 ‘20년 1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IHS마킷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컨슈머용 반도체 시장도 침체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컨슈머 제품 탑재 반도체

스마트TV 연산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영상처리칩

셋톱박스
연산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비디오 SoC(System on Chip)

프린터 연산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시스템 이미지센서, 연산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주요 컨슈머 제품과 탑재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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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IV. 결론 및 시사점

1

2
국내 반도체 기업은 또한 코로나19로 나타날 반도체 수요 시장의 변화를 포착해 민첩한 생산 및 공급
조정과 대비가 필요. 예를 들어, 현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서버용 반도체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생산 라인업 조정과 함께, 수요가 줄어들 스마트폰, PC용 반도체의 생산량 감소 조정으로 반도체 단가 하락을
방지하여 가격 방어에 집중해야 함

국내 반도체 기업은 코로나19로 나타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함. 해외 생산 공장의

셧다운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비하고, 생산 공장에서 확진자 발생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위기 관리

시스템이 필요. 또한 생산 장비와 반도체 원재료, 부품 공급망을 점검하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필요한 대체 공급자와 대비 계획을 수립해야 함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의 위기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미세 공정 부분에서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야 함. 또한 모빌리티, 모바일, 인공지능 등 새로운 반도체
시장 진입을 통해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화하고 시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긴급 운영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위기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할 시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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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반도체산업의리스크요인과대응전략

IV.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 요인 반도체 기업의 대응 전략

공장의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장 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위기 관리 시스템이 필요

생산 장비와 반도체 원재료, 부품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민첩한 생산 및 공급 계획 수립

전방 산업 위축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량 조정을 통한 가격 방어에 집중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서버용
반도체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 라인업 조정

모빌리티, 모바일, 인공지능 등 유망 반도체 시장 진입을
통해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다양화

1

2

3

4

5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미세 공정 부분에서의 기술력 확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긴급 운영 자금
지원 등 정부 프로그램 활용해 단기적 위기 극복

6

7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반도체 장비 공급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신규 설비 증설 및 생산에 차질 발생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악성 재고가 증가할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불확실성 증가로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 저하

스마트TV, 셋톱박스 등 컨슈머 제품 시장의
침체기로 컨슈머용 반도체 시장 위축 가능

AP, 이미지센서, 낸드플래시 등 다양한 반도체
칩이 탑재되는 스마트폰의 출하량 감소 예상

일부 노트북PC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경기 침체로 데스크톱 PC의 수요 감소 전망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산업은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새로운 리스크를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은 시급성 및 중요도를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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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치사슬측면에서의대응방향

IV. 결론 및 시사점

반도체 소재, 장비, 제조로 나뉘는 가치사슬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해당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방향을 도출해야 함.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 제조사와 달리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는 재무적 리스크와 기업 운영 위기 상황에 면밀한 대비가 필요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해당
기업

코로나19
영향

대응
방향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원익IPS, 테스, 유진테크, 
테크윙, 유니테스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이 감소할
경우, 소재 업체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있음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 설비 투자
축소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장비 업체의 매출 감소 위험성 있음

수요 감소 예상되는 스마트폰, 컨슈머
제품과 일부 긍정적 전망

예상되는 서버 등 품목별 반도체
시장 영향에 차이가 있음

 반도체 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고 재무적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

 필요할 경우 정부 지원 요청을
통한 자금 확보도 필요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 설비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

 기존에 계약된 장비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추후 신규 매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장비 수주
활동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에 상시적 대비 필요

 품목별 수요 시장 변화에
민첩하고 기민한 생산 라인업
조절 통한 대응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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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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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항공

해운

호텔

패션∙의류

반도체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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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기업위기대응전략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분석하며 , 기업이 직면하는 이슈를 점검한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발간물은 삼정KPMG 홈페이지(kr.kpmg.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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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유통

화장품

식음료

영화∙영상미디어

게임

코로나19대응을위한체크리스트

1. 팬데믹선언에따른글로벌
금융시장변동성증가

2. 코로나19로인한글로벌경제
침체가능성대두

3. 경기침체우려에따른각국
경기부양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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