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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쑤(甘肃)성 반도체 생산량, 중국 내 2위 차지
간쑤성 반도체 생산량, 광둥성·상하이·
베이징을 추월
2019년 9월 중국 성시(省市)별 반도체 생산량

순위에 따르면 장쑤(江苏)성, 간쑤(甘肃)성, 광

둥(广东)성, 상하이(上海)시, 베이징(北京)시, 저
장(浙江)성, 쓰촨(四川)성, 안후이(安徽)성, 충칭
(重庆)시, 산둥(山东)성 순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미한다.
간쑤성 인민 정부는 2015년 발표한 <중국제

조 2025 간쑤 행동 요강(中国制造2025甘肃行动
纲要)>을 통해 톈수이 국가급 반도체 패키징 기

지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언급하였다. 2016년
에는 <간쑤성 “13·5”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甘肃省 “十三五” 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이

하 <계획>)>을 발표하여 팹리스(fabless, 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위를 차지한 간쑤

체 설계), 패키징·테스트, MEMS(Micro Electro-

성의 반도체 생산량은 2019년 1~9월 누적생산량

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센서

291억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하면서 눈

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계획>은 TSHT, 란저우 MPRC(北大众志), 톈수

간쑤성은 중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

이톈광(天水天光), 톈수이화양(天水华洋) 등 기

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간쑤성이 광둥성

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재료의 연구개발을

이나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지역의 반도체 생산

확대하고, 팹리스와 패키징·테스트의 수준을 높

량을 추월하는 반도체 생산기지라는 사실은 다소

여 서부 지역의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산업기지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다.

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8년 발표

간쑤성 반도체산업의 역사는 중국 정부가 간
쑤성에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
전자기업을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69
년에 설립된 간쑤톈수이융훙(甘肃天水永红) 기

한 <정보 소비의 확대 및 고도화에 관한 실시의
견(关于扩大和升级信息消费的实施意见)>에

서는 톈수이와 란저우(兰州) 신구를 서부 지역의
중요한 반도체산업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

자재 공장은 이 시기 설립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혔다. 이처럼 간쑤성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정

서, 2018년 반도체 패키징 업체 순위에서 각각 세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간

계 7위와 중국 내 3위를 차지한 ‘톈수이화톈과학

쑤성 반도체산업의 발전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

기술(天水华天科技, Tianshui Huatian Technol-

가 있다.

ogy, 약칭 TSHT)’의 전신이다. TSHT의 기업명에

자료 : 甘肃省人民政府, 中商产业研究院, 搜狐新闻.

서 ‘TS’는 간쑤성 톈수이(天水, tiānshuǐ)시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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