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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과학기술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탄생
글 : 부경호 (gungho.buh@gmail.com)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기초과학연구원 이노베이션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세계 각 국의 도시

사적 사실의 구체성에서부터 천착하는 것이, 현재

에서 이를 벤치마킹은 해 보았지만, 제대로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욱 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리콘밸리 특유의 산업적 인

미가 있을 것이다.

프라나 기업 생태계, 성공 시나리오, 창업 방정식
등을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성찰 없이 단순히 모방했

트랜지스터와 신산업의 여명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창업 생태계 형
성과 성장에 기여했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성숙된

1948년에 벨연구소의 점접촉 트랜지스터(point-

환경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의

contact transistor)는 이론물리학자인 바딘

실리콘밸리식 창업 생태계 운영방식은, 밑바닥부

(Bardeen)과 실험물리학자인 브레튼(Brattain)의

터 쌓아 올려야하는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과

협업 작품이다. 벨연구소는 특허부서의 조사과정

수원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산타클라라밸

을 거쳐, 개발팀장인 쇼클리를 특허 출원시 발명자

리’를 혁신의 생태계로 변화시킨 핵심적 동인을 역

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쇼클

그림 1 : 벨연구소의 트랜지스터 발명자, 좌로부터 Bardeen, Shockley 그리고 Brattain (좌);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Fred Terman (우)

자료 : https://flic.kr/p/eQL3GL(좌), https://youtu.be/Jwk2Y4mi87w(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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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독단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 탓이 컸다. 어찌

께 이익을 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

됐든 역사적 발명에 자기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데

었다. 그의 비전이 구현된 것이 1951년 대학 근처

쇼클리는 몹시 분개했고, 이후 그는 자신의 천재성

팔로알토(Palo Alto)에 건립된 스탠퍼드 산업단지

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접합 트랜지스터(junction

(Stanford Industrial Park)이다. 산업단지를 통

transistor)를 독자적으로 발명해냈다. 그의 노벨

해 산업계에는 첨단 기술의 과학기술자를 공급하

상 수상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고, 대학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훌륭한 발명이었다. 접합 트랜지스터는 점접촉 트

베리안社가 제일 먼저 단지에 입주하여 마이크로

랜지스터보다 실용성에 있어서 획기적이었고, 쇼

웨이브 튜브의 레이더 기술로 성공사례를 남겼고,

클리는 그 동작에 대한 물리적 이론까지 정립하였

휴렛팩커드社도 본원을 단지 내로 이전하였다.

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바딘과 브래튼은 쇼클

터만은 쇼클리가 팔로알토에서 트랜지스터로 새

리 밑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으며, 바딘의 사직과

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사실

브래튼의 고발로 벨연구소에서 쇼클리의 입지는

팔로알토는 쇼클리의 고향이자 모친이 사는 곳이

악화됐다. 쇼클리는 개의치 않았다. 캘리포니아 고

었다. 실리콘밸리가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

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사업으로 대박의 꿈을

은 순전히 쇼클리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사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람들은 생각한다. 터만은 쇼클리에게 직접 편지를

이즈음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의 고든 틸은 쇼클

써서 스탠퍼드 영역의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하며

리의 접합트랜지스터를 실리콘으로 개발했고, 곧

솔깃한 제안을 했다(Berlin, 2005). 그리고 터만의

이어 이를 활용한 휴대용 라디오를 1954년 말에 출

스탠퍼드 산학협력에 대한 결과는 훗날 쇼클리의

시하였다(아이작슨, 2015).

제안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벡맨
(Beckman)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당초

프레데릭 터만, 산학협력단지 세우다

LA 지역에 투자를 하려 했던 벡맨은 팔로알토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스탠퍼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의 프레데릭 터만(Frederick
1)

E. Terman) 교수는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이 근처에 있다는 입지 외에 기업가를 유인할 것이
딱히 없기 때문이었다.

고 불린다. 그는 제자 휴렛(Hewlett)과 팩커드

1950년대 중반까지 과수원 농장의 아름다운 풍

(Packard)가 1939년 스탠퍼드 근처에서 창업하도

경으로 유명했던 팔로알토 지역 시골마을 ‘산타클

록 도와, 일찍이 실리콘밸리 성공 사례의 시초를

라라 밸리(Santa Clara Valley)’는, 1971년 저널

만들게 했다. 그는 대학이 산업체와의 유기적 협력

리스트 돈 회플러(Don Hoefler)의 ‘Silicon Valley

관계를 맺어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가 함

USA’라는 보고서 이후 혁신의 벤처생태계를 상징하는

1) 터만은 미국 국제 협력처의 요청으로 한국과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단의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조사하여, "터만 리포트"를 1970년 12월에 발표하여
한국과학원 설립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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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과거 쇼클리 반도체 건물(좌) 및 패어차일드 반도체 건물(우)

자료 : Marcin Wichary (CC BY 2.0) https://flic.kr/p/4M9491 (좌) ; Google Street View 자료 : https://goo.gl/maps/oMSBzp6UGGt (우)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굳어지게 되었다.

쇼클리, 실리콘밸리에
최초의 반도체 기업을 세우다

목할 만하다(Thackary 외, 2015).

1) 반도체 제조 방법을 개발하는 분야의 채용이
지만, 기초 연구(Basic Research)와 학문발표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반도체 분야 경험이 있으면

1956년 쇼클리는 과학자 출신으로 성공한 사업
가 벡맨(Beckman)의 후원을 얻는데 성공한다. 이

좋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능력과 성숙도가 중요
하다.

둘은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생산 자동화를 첫 사
업 목표로 정했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채용자 가운데 트랜지스터에 대한 경험을 가진

Beckman Instruments사의 부서로 시작하기로

이는 MIT 출신의 노이스 밖에 없었다. 쇼클리는

한다(Brock, 2013).

우생학을 믿었으며, 개인 능력만 있다면 트랜지스

쇼클리는 벨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하

터 관련 기술은 자기가 지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

려 했으나,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

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용자들은 IQ 테스트 시험을

국 쇼클리는 직접 스카우트에 나서게 됐는데, 그의

통과해야 쇼클리의 합격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유명세 덕에 엄청난 재능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분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유수의 연구소 또는 기

야에서 몰려들었다. 물리학 전공의 로버트 노이스

업 대신 신생 벤처기업을 택하게 된 요인을 생각해

(Robert Noyce), 줄리어스 블랭크(Julius Blank),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시 전자업계의 거인

제이 래스트(Jay Last)를 비롯해 무어의 법칙으로

인 채용자 쇼클리의 ‘권위’이다. 그들은 세계 최고

유명한 화학자 고든 무어(Gordon Moore)도 채용

권위의 과학자인 쇼클리의 지도와 함께 최고의 젊

했다. 이 외에도 기계공학, 금속공학 및 광학 등 다

은 과학자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기회를 놓치고 싶

양한 분야의 젊은이들을 스카우트했다.

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라는 당시

화학자와 금속공학자 채용 과정에서 쇼클리가 지

최첨단 기술이 주는 매력이었다. 이미 트랜지스터

역신문에 낸 광고가 있는데, 다음 두 가지 점이 주

로 인해 포켓 라디오가 산업화되었고, 지금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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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처럼, 당시 트랜지스터를 매개로 신산업이 창

를 차리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당

출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고 또 실리콘밸리 발전의 원

산타클라라밸리의 아름다움이다. 이들 젊은이들은

동력이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부끄러운

훗날 쇼클리를 떠날지언정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꿈

행동으로 여겨졌다.

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들은 자기들을 고용해줄 회사를 찾

쇼클리는 연구원들 관리하는데 있어 팀원들 간의

았으나, 이들의 요청을 우연히 받은 뉴욕의 월스트

의견 교환 같은 상호협력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기

리트의 아서 락(Arthur Rock)은 “당신들이 진짜로

의 통제 하에 연구개발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야 할 일은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것이고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였다. 쇼클리의 편집증, 독단적 관리

자금 조달처를 찾아주는 것이다”라고 답하게 된다.

행태는 그의 노벨상 수상이 결정된 1956년 말부터

이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의 투자 모델 개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 무어가 앞장서서 벡맨에

념이 제시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9월 19일, 8명의

게 건의도 하였으나, 그는 노벨상 수상자의 권위를

배신자들과 패어차일드 카메라(Farichild Camera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들 젊은 과학기술자들

& Instrument)사를 대표한 아서 락은 다음과 같

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쇼클리의 가망성이 없어 보

이 계약을 맺는다(Berlin, 2005). 이는 실리콘밸리

이는 4층의 pnpn 다이오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의 벤처캐피털 투자계약의 전형적 사례가 된다.

8명의 과학기술자 ‘패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하다

총 1,325주식을 발행, 8명의 설립자는 주당 5달
러의 가격으로 100주씩 출자·소유한다. 패어차일
드 카메라는 18개월 동안 $138만 달러를 빌려주고,

마침내 1957년 9월 18일, 쇼클리 문하의 젊은이

3년 연속 순이익이 30만 불이 되기전까지 언제든

8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 고든 무어, 쥴리어스 블

지 300만 달러로 모든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

랭크, 빅터 그리니치(Victor Grinich), 진 호르니

을 갖는다(Berlin, 2005).

(Joen Hoerni), 유진 클라이너(Eugene Kleiner),
제이 래스트 그리고 쉘던 로버츠(S h e l d o n
Roberts), 그리고 마지막까지 합류하기를 망설였

‘패어차일드 반도체’의
성공의 궤적과 유산

지만 결국 이들의 리더가 되는 로버트 노이스까지
쇼클리는 이들을 8명의 배신자(Traitorous 8)라

- 조화로운 협업 체계의 혁신기술로 최고의
경쟁력을 획득

고 불렀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날을 역사를 바꾼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1957년 10월 4일

총 8명이었다.

2)

10개의 날 중 하나로 평가한다. 오늘날 자기 회사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됐다. 이는 미·소 간의 우주

2) Adam Good, “10 Days That Changed History”, WEEK IN REVIEW, JULY 2, 2006 New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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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패어차일드 반도체의 설립자들 즉, 8 명의 배신자(Traitorous 8)

이름

생년

전공

Ph. D.

Robert
Noyce

1927
(30)

Physics
Grinnell College

Physics
MIT

Gordon
Moore

1929
(28)

Chemistry
UC Berkeley

Chemistry
Caltech

Julius
Blank

1925
Physics
(32) City College of New York

-

Victor
Grinich

1924
(33)

Electrical Engineering
Univ. of Washington

Joen
Hoerni

1924
(33)

Mathmatics
Univ. of Geneva

Eugene
Kleiner

1924
(33)

Mechanical Engneering
Polytechnic Univ.
of New York

-

Jay Last

1929
(28)

Optics
Univ. of Rochester

Physics
MIT

Metallurgical
engineering Rensselaer
Polytechnic Inst.

MIT

Sheldon 1926
Roberts (31)

Stanford

Before Shockley Lab. (1957)

Post Fairchild

•Philco

•Intel 창업
•1st CEO of
SEMATECH

•Post-Doc at Johns
Hopkins Univ.

•Intel 창업

•2차 세계대전 기술자 복무 •스타트업 consultat
•다양한 회사의 Engineer
•Xicor 창업
•UC Berkeley, Stanford
•2차 세계대전 기술자 복무
•Identronix(CEO),
•SRI international
Escort Memory
연구원
System(CEO)

Theoretical
PhysicsUniv. of
•California Institute Tech.
Geneva & Univ.
Cabmridge
•Western Electric

•Amelco, Union
Carbide Elec, Intersil
•인텔 투자
•Kleiner Perkins
(벤처캐피탈)

•Kodak (summer student) •Amelco/ Teledyne
•Naval Research Lab.
Dow Chemical

•Amelco/ Teledyne

*생년 괄호 속의 나이는 페어차이들 회사를 창립했을 때의 나이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Traitorous_eight” 재가공

경쟁이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미국 국방부와 나사

구의 협업 공간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이끌었다. 이

(NASA)는 미사일과 위성에 쓰일 전자부품에 보다

들은 IBM으로부터 주문받은 트랜지스터의 스펙을

안정적으로, 고온에서도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를

맞추기 위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개발하게 되는

필요로 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데, 로버츠는 실리콘 잉곳(Ingot)을 키우는 공정,

용의가 있었다. 노이스는 미 공군 폭격기의 컴퓨터

무어와 호르니는 확산 공정, 노이스와 래스트는 사

에 조달할 목적으로, IBM으로부터 당시 성능이 매

진공정, 유일한 전자공학 전공자인 그리니치는 테

우 향상된 스펙의 트랜지스터 주문을 받는데 성공

스트 공정을 맡았다. 블랭크는 클라이너와 함께 반

하게 된다. 회사의 총괄 관리자 역할에 탁월한 재

도체 생산공장 즉, 펩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패키

능과 매력을 가진 노이스는 패어차일드를 공동연

지 공정도 관리하였다(Berl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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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노이스의 집적회로 특허(좌)와 첫 번째로 상용화된 집적회로

자료 : US patent 2,981,877 및 https://www.fairchildsemi.com/about/history-heritage

당시는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도 전무하던 시절

로 오픈된 영역에 다시 보호막과 금속접촉을 형성

이었다. 이들은 바닥에서부터 장비를 구축해야 했

하는 기술이다. 이는 당시 메사 트랜지스터의 신뢰

다. 무어는 확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퍼니스

성 문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부사장이었던 호지슨

(furnace)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노이스는 샌

(Hodgson)은 호르니의 발명에 대하여 기존의 메

프란시스코의 사진가게에서 카메라 장비와 렌즈를

사트랜지스터와 달리 평평하다는 의미로 ‘플래너

구매하여 사진공정을 구현하였다. 이들의 조화로

공정’ 또는 ‘플래너 트랜지스터’로 명명하고 그 이

운 협업 덕택에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인 이중-확

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산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1958년 초여름 성공적으

에 노이스는 산업계가 자기들의 기술을 일반적으

로 납품할 수 있었고 이는 한동안 업계 최고의 독

로 받아들이면 패어차일드가 얻을 광고 효과의 이

보적인 제품이 되었다.

득이 더 크다며 반대하였다. 노이스의 예측대로 트
랜지스터 공정의 표준이 된 플래너 기술은, 패어차

- 플래너 트랜지스터 기술 개발
‘패어차일드 반도체’가 이룩한 최고의 혁신기술

일드사는 물론 실리콘밸리 자체를 당시 전자산업
의 새로운 중추로 도약시키게 된다.

은 ‘플래너 트랜지스터(planar transistor)’와 이를
구현하는 ‘플래너 공정(planar process)’이다. 이

- 집적회로 발명

는 호르니의 발명으로, 산화막의 일부 영역을 오픈

패어차일드의 혁신기술인 집적회로의 발명도 빼

하여 불순물을 실리콘으로 확산시킨 후 산화막으

놓을 수 없다. 1958년 여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 킬비는 2000년 집적회로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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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킬비(Kilby)는 집적회로 기술을 발명해 발표

링(constant field scaling) 이론이라 불린다.4) 스

한다.3) 이에 자극을 받은 노이스는 호르니의 ‘플래

케일링 이론은, 무어의 법칙을 트랜지스터의 개수

너 트랜지스터’의 기술을 바탕으로 집적회로를 발

의 증가라는 단순한 법칙에서, 반도체칩의 성능(가

명한다. 사실 기본적 개념은 이미 연구노트에 작성

격·연산능력·저전력소비)에 대한 지수함수적인

되어 있었다. 킬비가 먼저 발명은 했지만, 그의 발

발전 법칙으로 확장해 그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

명에는 소자의 단자끼리 별도의 금속 전선으로 연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하는 와이어링 작업이 필요하였다. 반면에 노이
스의 집적회로는 호르니의 플래너 기술을 사용하

- 분사(spin-off)와 실리콘 밸리의 형성

여 별도의 와이어링이 필요하지 않았다. 노이스의

패어차일드는 일련의 혁신기술로 반도체 시장에

플래너 집적회로 기술은 당시의 트랜지스터를 이

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1959년 패어차

용한 전자부품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러

일드 카메라는 패어차일드 반도체에 대하여 옵션

나 노이스의 집적회로 발명의 진가는 가격 경쟁력

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창업자들에게는 대박의 성

에 있다는 것을 노이스와 무어는 생각하게 됐고,

공이지만 자기만의 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잃는 결

이는 ‘무어의 법칙’의 토대가 된다.

과이기도 했다. 1959년 림(Rheem)을 필두로 새로
운 회사들이 패어차일드로부터 분사하게 된다. 래

- 무어의 법칙

스트와 호르니는 Amelco 반도체 회사로 가게 되

1965년 무어는, 지난 10년 간 매 2년마다 반도체

고, 클라이너는 패어차일드 기술자들에게 장비회

칩의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경험

사의 창업을 장려하여 실리콘 밸리에 반도체 에코

적 관찰로부터 앞으로 10년 간도 그럴 것이고 1975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년이면 1개의 칩에 대규모의 회로를 구축할 수 있

이렇게 패어차일드로부터 분사한 기업을 패어

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훗날 이를 두고 ‘무어의

칠드런(Fairchildren)이라 부르는데 1968년 노

법칙’이라 명명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작동하

이스와 무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텔(Intel)이 대

는 그야말로 ‘법칙’이 되었다. 단순한 예측이 법칙

표적이다. 클라이너는 1972년 벤처 캐피탈 회

이 된 이유는 호르니의 플래너 기술과 노이스의 집

사 Kleiner Perkis를 설립하여 수 많은 벤처기

적회로 개념으로 트랜지스터의 축소화가 매년 성

업에 투자하는데, 이 가운데는 아마존(Amazon)

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소화에 따른 이득

과 구글(Google), 썬 마이크로시스템스(Sun

에 대해 디램(DRAM)의 발명자인 IBM의 데나드

Microsystems) 그리고 트위터(Twitter) 등이 포함

(Dennard)는 트랜지스터 수준에서 정교한 이론

됐다. 실리콘 밸리의 분사(spin-off) 및 활발한 창

을 1974년 제시했는데, 이는 흔히 등전기장 스케일

업의 문화는 8인의 배신자들이 세운 회사로부터 시

4) R. Dennard et al., “Design of ion-implanted MOSFET’s with verysmall physical dimensions”, IEEE J. Solid-State Circuits 9,
p. 256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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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고, 그들의 성공 자금이 다시 벤처투자로 이
어지는 순환구조로 이어지게 되었다.

둘째는 기초과학과 기초기술에 충실했다는 것이
다. 쇼클리 반도체와 패어차일드 소속의 연구원들
이 발표한 초창기 논문을 보면 지금은 반도체 교과

실리콘밸리 형성의 핵심 동인:
융합과 기초 과학

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소자물리, 공정과정의 이론
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훗날
인텔의 CEO로 유명한 앤디 그로브(Andy Grove)

실리콘밸리의 창업생태계를 성찰 없이 그대로

와 딜(Deal)이 같이 정립한 ‘Deal-Grove model’

따라하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실제 실리콘밸리는

로, 반도체 표면의 산화공정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197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간 침체기를 맞는데,

제시하였다.5)

이는 실리콘 반도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그 경쟁

8명의 과학기술자들이 쇼클리를 교체해달라고

력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실리콘밸리

요청하였을 때, 벡맨은 고민 끝에 이들 대신 노벨

의 작동방식은 고도로 성숙된 산업분야 또는 선진

상 수상자 쇼클리를 택하였다. 반면에 패어차일드

국 추격형의 산업생태계 구축에서는 적합한 모델

카메라사의 소유주인 셔맨 패어차일드(Sherman

이 아니다.

Fairchild)는 검증되지 않은 무명의 젊은이들에게

그러나 탈추격형의 과학기술에 집중하고자 실리

138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성공을 이뤘다. 국가를

콘밸리의 생태계를 도입해야 한다면, 과거에 실리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의 관점에서로 본다면, 벡

콘밸리에서 벌어진 혁신의 핵심 동인을 파악해야

맨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검증되지 않은 도전자에

할 것이다. 이는 패어차일드 반도체 회사가 설립

게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과학기

초기 단기간에 텍사스인스트루먼트 같은 유력한

술정책의 핵심과제일지도 모른다.

대기업을 제치고 혁신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던 원
동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패어차일드 연구원들의 다양한 전문분야
다. 패어차일드 창업가들은 이론물리학자, 화학자,
기계공학자, 전자계측전문가, 광학전문가 등 다방
면의 전문가였다. 사후적 고찰이지만, 실리콘 산업
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진공정, 확산공정 같은 다
양한 기초 연구 개발이 정립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이 융합되면서 창출된 혁신기술들이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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