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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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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 ‘CES
2017’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

엔비디아, 지난 4분기 전체 매출액 55%
증가

다. 전 세계 150개국 3,800여개의 역대 최다 업체가
참가한 이번 CES 2017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술 중

젠슨 황(Jen-Hsun Huang)이 이끄는 엔비디아의

하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차가 결합한 자

지난 4분기(2016년 11월∼2017년 1월) 매출은 전년

율주행차였다.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동기 대비 55% 늘어난 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하

사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4배가 올랐다. 엔비디아

여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앞다퉈 내놓았다. 막대한

의 성공 배경에는 최근 GPU(Graphics Processing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Units)라는 반도체 칩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를

따라 자율주행차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 되

들 수 있다. GPU는 본래 개인용 컴퓨터에서 원활한

는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고 있다. 인

게임속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텔, 퀄컴, 삼성 등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치열한 경

최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

쟁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단연 돋보이는 반도체 칩

리해야함에 따라 높은 컴퓨팅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

회사는 엔비디아(NVIDIA)이다. 인공지능 시대 맞춤

면서, GPU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각광받

형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시

았다. GPU의 급격한 매출액 증가는(그림 1) IT분야

장에서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해오던 인텔의 아성을

중에서도 반도체 칩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위협하고 있다.

있음을 보여준다.

1) The Economist 2017. February 25,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new variety in the chip market, and trouble
for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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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CPU와 GPU의 전년대비 매출액 변화 추이(좌)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 추이 비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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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conomist(2017. February 25),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new variety in the chip market, and trouble for Intel”, https://www.
economist.com/news/business/21717430-success-nvidia-and-its-new-computing-chip-signals-rapid-change-it-architecture (2017.3.15.)

컴퓨터 연산과 관련된 설계분야는 지금까지 믿어
져 왔던 무어의

법칙2)(Moore’s

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의 개발 속도는 과거

law)이 점차 한계를

에 비해 더뎌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구글, 마

드러내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급성장에

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인텔의 기존 고객사들은 이제

따라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이는 인텔과 같이 전통

인텔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특수화된(specialized)

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왔던 기업에 의미하는

프로세서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이를 개발하려

바가 크다.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일반

고 노력 중이다. 엔비디아의 GPU가 그 예이다.

PC나 고성능 컴퓨터에서 흔히 CPU(Central
Processing Unit)라 불리는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
서로도 대부분의 컴퓨터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은 고성능 CPU를

인공지능 시대,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생산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PC 프로세서 시장(약
80%의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서버 CPU시장에서

엔비디아 GPU는 본래 비디오 게임에서 요구되는

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이에 인텔은 지

대량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난 2016년 약 60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CPU가 몇 개의 코어(프로세서의 두뇌)를 바탕으로

그러나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의 인텔의 입지가 흔들

순차적인 연산 작업을 하는 반면, GPU는 수천 개의

리기 시작했다. 대량의 데이터와 고도의 연산능력을

코어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연산 작업을 진행하는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이나 여러 인공지능 기기들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인텔의 서버 CPU는 최대 28

2) 1965년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마이크로칩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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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GPU Technology Conference에서 GPU에 대해 강연하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자료: John Montgomery(2015. March 18), “NVIDIA GPU Tech Conference 2015: Day 1 Report”, fxguide.
https://www.fxguide.com/quicktakes/nvidia-gpu-tech-conference-2015-day-1-report (2017.3.15.)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최근 프로세

경우 “텐서 프로세싱 유닛(Tensor Processing

서는 3,584개의 코어를 기반으로 한다.

Unit, TPU)”이라는 ASIC를 음성인식을 위해 구축

엔비디아는 또한 CUDA(Compute Unified

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밍과 재설정이 가능한 비메모

Device Architecture)라는 코딩 언어를 개발하여 고

리 반도체의 일종인 FPGA(field-programmable

객이 직접 각자의 작업을 위해 해당 프로세서를 프

gate arrays) 역시 높은 유연성 때문에 대용량 데이

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

터 처리에 적합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온라

팅,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 검색 서비스인 ‘빙(Bing)’의 기반이 되는 여러 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은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

버에 FPGA를 사용하였다.

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현재 수많은
온라인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하여 의료
이미지부터 음성지원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엔비디아가 시

인텔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사들의 향후
전략은?

중 데이터센터에 자사 반도체 칩을 판매하여 거둬들
인 수익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2억 9천 6백만 달러
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텔은 ASIC나 FPGA 제작
보다는 자사의 CPU 프로세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

특수한 목적의 프로세서는 GPU뿐만이 아니다.

는 전략을 취해왔다. 인텔의 칩 매출은 여전히 증가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s)는

하고 있으나 IT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Gartner)의

특정한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주문형 반도체로써 빠

앨런 프리스틀리(Alan Priestley)는 “반도체 시장에

른 속도와 높은 에너지 효율의 특성을 지닌다. 많은

서 가속기의 빠른 성장은 인텔에게 좋지 않은 소식”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체 내장되어

이라고 언급하였다. 더 많은 연산 작업이 앞서 언급

있는 이러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의

된 가속기들에서 일어난다면, CPU에서 행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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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작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인텔로
서는 인수합병(M&A)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반도체 산업발전
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난 2015년에 인텔은 FPGA를 제조하는 알테라
(Altera)를 167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작년 8월에는

시장조사기관 IC Insight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칩에 이르기까지 특수 인공지

2016년 상위 20개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

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신생 스타트업 너바나

비 3% 증가한 2,821억 달러로 예상되었다.3) 엔비디

(Nervana)를 4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또한 인텔은

아는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는 16위였으나 전년대비

특수한 프로세서 개발을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

가장 높은 성장률(35%)을 보여주었다. 국내 기업으

회로 보고 엔비디아와 경쟁하기 위해 올 여름 코드

로는 삼성(2위)과 SK하이닉스(6위)가 상위 20대 반

명 나이츠 밀(Knights Mill)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서

도체 기업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를 판매할 예정이다. 인텔은 동시에 너바나의 기술이

발전과 사물인터넷(IoT) 제품 및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된 나이츠 크레스트(Knights Crest)라는 칩도 개

탑재되는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 반

발 중에 있다.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인텔의 CPU가

도체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

알테라의 FPGA와 결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텔의 경쟁사들은 현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라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서비

보고 있을까? 엔비디아는 이미 자체 컴퓨팅 플랫폼

스 산업화 촉진, 반도체 펀드 본격 투자 등을 중심으

을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사

로 하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발표하였다.4) 불확실한

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혹은 시각화나 가상현실에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

칩을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 산업의 대표 기업인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BM 역시 2013년에 파워(Power)라 불리는 자사 프
로세서 구조를 개방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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