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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도체 산업: 변화1의 바람
자동차 산업은 가치 사슬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및 기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요:
•

시장 예측:
2035 년에 C.A.S.E.2는 3,180 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 될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반도체의 가치(칩 레벨)는 CAGR2020-20263이 14.75%으로 2026 년도에는
785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기술 경향:
접속성: 5G 구현을 위한 미래의 V2X 통신 플랫폼은 현재 설계 중이며 솔루션은
2024 년에 나올 것입니다. 한편, 초기 솔루션은 듀얼 4G 및 전방위 호환가능한 5G
기능이 포함됩니다
ADAS: 레이더와 카메라는 성능이 매우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OEM 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센서입니다. 몇 년 동안 LiDAR 센서는 더 많은 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서서히 진입해 왔었습니다.
공유: 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는 지금의 Y 세대는 다른 기기와의 접속성,
편의성 및 A 에서 B 까지의 다양한 교통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가 많은 자동차 서비스 제공업체가 성장하는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기화(電気化): OEM 은 전 세계적으로 2,500 억 달러를 초과하는 향후 5 년간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OEM 은 15 년 안에 완전한 전기 자동차가 될 전체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려고 하여서자동차 전기화의 일정은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발췌

Automotive Semiconductor Trends 2021 report, Yole Développement, 2021
Automotive Teardown Track, System Plus Consulting
2
C.A.S.E.:접속성, ADAS, 쉐어링, 전기화
3

CAGR: 복합 년간 성장률

Press Release

•

공급망:
공급망 관리는 칩 부족, 반도체 컨텐츠 증가 및 전기화로 인해 변경될 것입니다.
OEM 은 칩 제조업체와 직접 협상하고 소비자 산업에서 학습하면서 "완충적인
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OEM(Audi, Hyundai 등...)은 혁신적인 OEM(Tesla, Apple...)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경쟁구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Yole Développement (Yole).에서 시장 조사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Eric
Mounier, PhD 는 “자동차에서 칩 수준의 반도체 가치는 2020 년 344 억 달러에서
2026 년 785 억 달러로 연평균 14.75% 성장할 것이다.” 또한: “가장 큰 성장은 전기화의
주요 전환으로 인해 EV 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오늘날 자동차에는 평균적으로
450 달러 상당의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2026 년에는 700 달러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개발은 C.A.S.E 의 기술 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Yole 의 분석가들은 C.A.S.E.
관련된 전자 모듈 시장 진화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접속성: 2020 년 약 330 억 달러에서 2026 년에 약 550 억 달러로 CAGR2020-2026 의
14.55%

•

ADAS 는 CAGR2020-2026 6.5%로 2026 년에 600 억 달러 이상에 도달 할 것입니다.

•

쉐어링은 2026 년에 CAGR2020-2026 10.39%로 약 30 억 달러에 도달 할 것입니다.

•

전기화는 2026 년에 CAGR2020-2026 53.45%로 288 억 400 만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

2035 년에 C.A.S.E.는 3,180 억 달러 규모의 마켓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조사 및 전략 컨설팅 회사는 자동차 부문을 위한
전략적인 반도체 기술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목표는 최신의 혁신을 지적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Yole 의 파트너인 System
Plus Consulting 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System Plus Consulting 에서 전자시스템
부문의 책임자&품질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는 Wilfried Théron 에 의하면: “System Plus
Consulting 의 Teardowns 은 혁신적인 설계기능과 새로운 반도체 구성요소를 발견하여
기업이 미래 설계에서 보다 간소화된 솔루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4 가지 자동차 트랙 (ADAS, Electrification, Infotainment and Telematics)에 대한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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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젼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Yole 은 오늘 자동차 반도체 동향 2021
보고서(Automotive Semiconductor Trends 2021 report)를 발표하여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참여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및 예측, 테이크 아웃 및 전망을 포함하여 이 연구는 미래 기술 동향 및 과제에 대한 주요
기술적 통찰력과 분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과제는
무엇인가? 자동차 산업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주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누구이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가? 최근 투자 및 협업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Yole 의 분석가는 자동차
반도체 동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자동차 반도체의 유행 2021 보고서(Automotive Semiconductor Trends
2021 report)에서 Yole 의 팀이 분석한 바와 같이, 웨이퍼 출하량은 2 천만 개에서 4 천
5 백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웨이퍼 크기는 8''입니다. 20nm
이하 노드는 ADAS4 및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구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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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Mounier 는: “오늘날 자동차용 웨이퍼 생산의 대부분은 130/180nm 이상이며 첨단
기술은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ADAS 및 자율성을 위해 Mobileye EyeQ3 및 EyeQ4 에는 40nm
및 28nm 가 사용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 및 ADAS 용 메모리는 10-14nm 를 사용한다.
미래에는 7nm 가 ADAS 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칩 부족은 주로 40-180nm 범위의
노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OEM 과 Tier-1 부품 공급업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o, Xpeng 및 Lucid Motors 와 같은 새로운 OEM 이 최근
업계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나 소비재 산업에서 온 다른 사업자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한 자율성을 향한 이 경쟁에서 Volkswagen 과 같이 많은 자원을
보유한 대형 OEM 은 스스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로봇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거나 인수할 것입니다. 리소스가 거의 없는 일반 OEM 은 기본 자동
운전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Tier-1 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Tier-1 은 카메라,
레이더, LiDAR5 센서 및 컴퓨팅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Yole 에서 기술&시장 분석가,솔리드스테이트 조명부에 재직하고 있는 Pierrick
Boulay 에 의하면 : “Qualcomm, Nvidia 및 Intel-Mobileye 과 같은 반도체기업들은 때로는
M&A 를 통하여 자동운전 시스템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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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comm 은 자동차 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Veoneer 를 인수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라고 합니다.
Apple, Huawei, Xiaomi 등의 소비재 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모두 각자 회사의
자체 전략 방침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uawei 는 자율주행 부분만
개발하거나 전기차 전체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Apple 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또한 조립으로 유명한 Foxconn 은 Apple 및 Stellantis 와 같은 여러 회사와
파트너 십을 맺고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Foxconn 과 같은
하청업체의 이 새로운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Fisker 와 Magna 간에 맺은
파트너십은 Magna 가 자동차를 조립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자동차
OEM 은 자체의 제조공장을 갖지 않고, 하청업체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OVID-19 위기에서 우리들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자동차에 있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오는
회사는 강력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Tier-1 또는 Tier-2 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향후 몇 년 안에 자동차 환경을 재편성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년 내내 Yole Développement 과 System Plus Consulting 은 인상적인 보고서 및 모니터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하고 주요 프레젠테이션과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주요한 기업을
인터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년 SEMI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꼭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Yole
Développement 에서 시장 조사부에 재직하고 있는 Eric Mounier PhD.는 2021 년 9 월
24 일에 “자동차 반도체 동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여주세요.
분석가의 목표는 주요 결과와 기술 및 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EETIMES 의 System Plus Consulting 인터뷰를 읽어보십시오.
-

EETIMES - Under the Hood: the Innovation-Rich Golf 8
EETIMES - Under the Hood: the ID.3 and VW’s electrification platform

업계의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i-Micronews 에서 주요 기업과의 인터뷰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활동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여주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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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our analysts
With more than 25+ years’ experience with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Eric Mounier PhD. is Director of
Market Research at Yole Développement (Yole). Eric provides daily in-depth insights into current and future
semiconductor trends, markets and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Quantum computing, Si photonics, new
sensing technologies, new type of sensors ...). Based on relevant methodological expertise and a strong
technological background, he works closely with all the teams at Yole to point out disruptive technologies and
analyze and present business opportunities through technology & market reports and custom consulting projects.
With numerous internal workshops on technologies, methodologies, best practices and more, Yole’s Fellow
Analyst ensures the training of Yole’s Technology & Market Analysts. In this position, Eric Mounier has spoken
in numer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presenting his vis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latest technical
innovations. He has also authored or co-authored more than 100 papers as well as more than 120 Yole’s
technology & market reports. Previously, Eric held R&D and Marketing positions at CEA Leti (France). Eric
Mounier has a PhD. in Semiconductor Engineering and a degree in Optoelectronics from the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Grenoble (France).
As part of the Photonics, Sensing & Display division at Yole Développement (Yole), Pierrick Boulay works as
Senior Technology & Market in the fields of Solid-State Lighting and Lighting Systems to carry out technical,
economic and marketing analysis. Pierrick has authored several reports and custom analysis dedicated to topics
such as general lighting, automotive lighting, LiDAR, IR LEDs, UV LEDs and VCSELs. Prior to Yole, Pierrick has
worked in several companies where he developed his knowledge on general lighting and on automotive lighting.
In the past, he has mostly worked in R&D department for LED lighting applications. Pierrick holds a master
degree in Electronics (ESEO – Angers, France).
Wilfried Théron is Senior Project Manager for Reverse Costing analyses at System Plus Consulting. Since 1998,
Wilfried is in charge of costing analyses of Electronic Systems and Integrated Circuits.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modeling of the manufacturing costs of electronics systems and components. Wilfried holds a
master's degree in Microelectronics from the University of Nantes, France.
About the report and tracks
Automotive Semiconductor Trends 2021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automotive industry must face new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hallenges while
undergoing dramatic changes in its value chain. – Performed by Yole Développement
Companies cited:
Alibaba, Ambarella, AMS, Analog Devices, Anhui Jianghuai Automotive Group, Apple, Aptiv, ARM, Aryballe, AUO,
Autotalks, BAIC Group, Baidu, BMW Group, BOSCH, BYD Auto, Century Goldray Semiconductor, Changan
Automobile Group, Chery Automobile, Cityhop, Continental, Cree, Daimler Group, Danfoss, Denso, Dongfeng
Motor Corp., DriveNow, Everlight, Excelitas, Faurecia, China FAW Group Corp., FCA, FLIR, Ford Group, Global
Power Technology, GlobalFoundries, GM Group, Great Wall Motor Company Ltd., and more…
Automotive Teardown Track
Performed by System Plus Consulting
Related reports:
• LiDAR for Automotive and Industrial Applications 2021
• Power Electronics for E-Mobility 2021
• Solid-State Batte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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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sing and Computing for ADAS Vehicle 2020
DC Charging for Plug-In Electric Vehicles 2021

About Yole Développement
Founded in 1998, Yole Développement (Yole) has grown to become a group of companies providing marketing,
technology and strategy consulting, media and corporate finance services, reverse engineering and reverse costing
services and well as IP and patent analysis. With a strong focus on emerging applications using silicon and/or
micro manufacturing, the Yole group of companies has expanded to include more than 80 collaborators
worldwide… More
About System Plus Consulting
System Plus Consulting specializes in the cost analysis of electronics, from semiconductor devices to electronic
systems. Created more than 20 years ago, System Plus Consulting has developed a complete range of services,
costing tools and reports to deliver in-depth production cost studies and estimate the objective selling price of
a produc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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