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중장기 과제

요

약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반도체·디
스플레이 산업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과 초미세 공정에서 사용
되는 불소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공정 배출이 대부분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온실
가스 감축은 가스 대체와 저감설비 도입을 통해 공정 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현
기술력과 산업설비 현황을 고려하면 고효율 저감장치 적용은 막대한 설치 비용이 발생하며, 가동 시 전
기사용량 상승 및 NOx를 비롯한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한계를 가진다. 현재의 저감·저해 요
소를 극복하고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 자발적인 감축을 위한 인센티
브 제공, 저감장치 확대에 따른 오염 발생을 고려한 통합적인 환경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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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2019년 전체 수출의 21.1%1)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글로벌 기후 변화
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요구로 발전해왔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도 이에
대응해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두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기술 그리고 추가 감축을 위한 주
요 애로 요인과 중장기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
산에서 필요한 전기 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 배
출 그리고 생산공정에서 이용되는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공
정 배출로 구분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양산 설비를 가동하는 첨단
산업으로 전기 사용량이 막대하고 초미세 공정을 위한 화학물질 사용이 많아 공정 배
출 또한 많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 사용량은 부수적으로 사용되어 직접 배
출은 5% 미만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간접 배출은 생산량 변화에 연동한다. 반도체산업
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간접 배출이 증가했지만, 디스플레이산업은 생산량 변화가
1) 한국무역협회, 반도체 17.3%, 디스플레이 3.8%.

<그림 1>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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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9)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내부자료.
주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내부자료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공정 배출량은 매년 집계되고 있으나 간접 배출
량과 직접 배출량은 매년 집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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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반도체 공정 가스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 천톤 CO2, 십 억원

PFCs

HFCs

SF

기타

합계

부가가치

2016

1,325

189

206

861

2,581

53,985

2017

1,865

303

226

586

2,980

76,533

2018

2,583

476

275

945

4,279

92,207

6

자료 : 온
 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9)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부자료, 광업제조업조사(부가가치).

<표 2> 디스플레이 공정 가스원별 배출량 현황
단위 : 천톤 CO2, 십 억원

PFCs

HFCs

SF6

N2O

합계

부가가치

2016

102

3

2,938

627

3,670

27,840

2017

159

8

2,712

1,385

4,264

31,121

2018

493

8

2,682

1,497

4,680

26,760

자료 : 온
 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9) 및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내부자료, 광업제조업조사(부가가치).

크지 않아 간접 배출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공정 배출은 2016년까지는 저감장치
도입과 대체가스 사용으로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반도체는 생산량 증가로, 디스플레
이는 OLED 전환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0.9%에서 2016년 27.7%로 하락하였다가 2018년
30.8%로 상승하였다.
전력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간접 배출과 달리 공정 배출은 복잡한 구조를 가
진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공정 중 식각, 증착, 세정 등에서 온실가스인 불소 화합
물이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불소 화합물은 HFCs, PFCs, SF6, NF32)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 기화하여 사용한다. 개별 가스는 각각이 지구온난화지수(GWP)3)가 상이하며
분자구조에 따른 분해 난이도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불소
화합물을 더 낮은 GWP를 가지며 더 쉽게 분해되는 불소 화합물로 대체하려는 노력
이 이어져 왔으며 상당 부분 성공하였다.

2) HFCs: Hydrofluorocarbons 수소불화탄소, PFCs: Perfluorocarbons 과불화탄소, SF6: Sulfur Hexafluoride 육불화황, NF3:
Nitron Fluorine Three 삼불화질소.
3)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는 각각의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변환하는 지수로 개별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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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한 가스 대체는 주로 증착 공정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C2F6, C3F8의 NF3로 대체가 핵심이다. NF3는 여타 불소 화합물과
비교해 GWP가 낮으며 양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체 가스로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는 NF3가 배출권 규제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배출량 및 감축 효율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가스 대체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디스플레이 생산에서 사용되는 공정 가스도 SF6를 중심으로 NF3로의 대체가 이루
어졌다. 가스 대체는 주로 LCD 공정에서 이루어졌으나 OLED 공정에서는 유기물질
을 발광 소재로 사용하는 제품 특성 때문에 NF3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국내 디스플
레이산업이 LCD 감산과 OLED 비중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 가스 대체를 통한 공정
배출 절감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 공정 가스 저감장치 기술 및 도입 현황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은 공정 배출량 감소를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직접 배출은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간접 배출 저감 가능성은 매
우 낮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기업이 생산을 담당하고 초격
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이 두 산업이 보유하고 있
는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미세공정을 적용한 제품의 양산 능력이다. 생산에서 소비
되는 전력 사용량은 개별 공정 장비의 전력 사용량에 총합으로 양산 설비 구축 후 조
정이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양산 설비는 수율 유지가 가장 중요하여 전력효율 향
상을 위한 설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 배출 저감 노력은 앞에서 서술한 가스 대체와 공정에서 사용된 불소 화합물
<표 3>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배출 물질 저감장치
제거방식

장점

단점

연소

·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연소

낮은 설치비용

높은 에너지(전력, LNG)
사용량
NOx 발생

촉매

· 촉매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분해유도

저온에서 분해
대량 처리 가능

고비용의 촉매
긴 유지보수 기간

플라스마

· 불화 가스를 플라스마화하여
분해

장치가 소형
저온에서 운용

높은 전력 사용량
NOx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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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는 저감장치(Scrubber)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 가스도 불소 화합물 중의
하나이므로 온실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감장치 개발은 공정 배출량 감소에서 매
우 중요하다.
저감장치는 불소 화합물 제거방식에 따라 연소방식, 플라스마방식, 촉매방식으로
나눈다. 연소방식은 가장 먼저 상용화된 처리방식으로 공정 후 배출되는 가스와 공
기를 같이 주입하여 고온으로 산화시킨 후 물에 용해시켜 제거하는 방식이다. 연소
방식 저감장치는 1,200℃가량의 높은 온도 유지가 필요하며 낮은 온도에서는 효율
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플라스마방식 저감장치는 연소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개발되었으며, 불화 가스를 플라스마화하여 낮은 온도에서 높은 효율의 불소 화
합물 제거가 가능하고 연소 저감장치에 비해 작은 크기가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대
량 처리가 어려워 다수의 저감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이 두 저감장치는 주로 공정 설
비에 바로 부착하는 POU(Point of Use) 스크러버로 활용되며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고 NOx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촉
매 방식 저감장치이다. 촉매 방식은 불소 화합물을 촉매를 사용하여 분해하고, 분해
시 생성되는 불산은 금속 산화물계의 고형 흡착제를 사용하여 800℃ 이하로 저온
분해하는 기술이다. 대량 감축이 가능하여 설비 외부에 통합처리로 설치하여 POU
스크러버 설치가 불가능한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주된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플라스마 방식보다 불소 화합물 제거 효율이 낮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상당 기간 운
행이 불가능하다.
양 산업에서 저감장치의 설치 현황은 각 기업에 구축된 설비와 산업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반도체산업에서 스크러버 도입은 설비 구축 시기가 가장 주요
하다. 최근 구축된 생산설비 중에는 가장 고효율 스크러버인 플라스마 방식 저감장
치가 다수 적용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POU 스크러버 도입이 어려운 생산설비
는 촉매 방식을 이용한 통합처리 스크러버를 주로 옥상에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옥상에 통합 스크러버 설치도 어려워 스크러버가 미설치된 라인도 다수 존
재한다. 디스플레이산업은 근본적으로 반도체보다 스크러버 활용이 어렵다. 디스플
레이 패널은 더 많은 공정 가스를 한꺼번에 사용하므로 용량처리 한계로 인하여 효
율성이 반도체 플라스마 스크러버보다 떨어진다. 최근에는 플라스마 스크러버 도입
설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다수가 연소방식 저감장치를 사용한다. 설비 구축이 오래된
LCD 생산설비는 저감장치 설치율이 저조하나, OLED 생산설비는 비교적 최근 구축
되어 설치율이 높다.

22

KIET 산업경제

( )
특집

3. 온실가스 추가 감축의 제한 요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가스 대체와 저감장치 설치를 통해 성공적인 공정 가
스 감축을 이행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여력은 이미 감축에 성
공한 만큼 많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전력 사용량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증
가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근 기술발전의 핵심은 적층 기술과 초미세 공정
이다. 식각의 정밀도가 상승하고 적층을 통해 공정을 반복하는 형태로 발전하다 보
니 반도체 한 개당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양상은 비슷하다. 디스플레이에서의 고부가가치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는 패널 원판의 대형화이며 다른 하나는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다. 패널 원판
이 커짐에 따라 진공 공정이 이루어지는 진공 쳄버, 물류 장비 등 모든 공정에서 사
용되는 장비가 커지며 전력 사용량도 증가한다. 박막 공정이 중요한 OLED로의 주
력 전환도 LCD와 비교해 2.5배 정도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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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디스플레이 기업 모두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향후 간접 배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 배출에서의 저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높은 수준의 저감장치가 존재함에도 적
용 확대가 어렵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저감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
는 2010년으로 이전 도입된 설비에는 저감장치가 미설치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POU 스크러버의 경우 각 공정과 연동하여 가동해야 하므로 생산설비의 설계에서
부터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기존 설비에는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적 여력이 존재하
지 않은 상황이다. 촉매방식 중심의 통합 저감장치도 대부분 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데 기존 공장은 설계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제한적
이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인 기업들은 노후 생산설비가 많지 않아 플라스마 방식 저
감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가 오래된 기업들은 통합 저감장치 중
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 설비의 완전 재설계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전면 도입
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저감장치 설치율 전망은 산업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디스플
레이의 경우 올해 패널 양사가 LCD 감산을 결정함에 따라 노후화된 LCD 공장이
OLED로 전환될 예정이다. 설비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감장치를 고려한 재설계
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반도체는 기존 설비를 기반으로 공정고도화
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생산설비 재설계에는 엄청난 비
용이 발생하므로 설치율 저조가 예상된다. 현 최대 저감 효율을 가지는 플라스마 방
식 스크러버를 두 산업에 전면 도입할 시 조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어 현실적
인 방안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플라스마 방식의 저감장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제한 요소는 존재한다. 도입 시 전
기 사용량 증대, 수질오염, NOx 발생이 나타나 다른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꼭 고려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력이 큰 환경오염이 증
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특히, NOx는 미세
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으며 현재 총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효율 스크러버 활용에서 발생하는 NOx에 대한 총량 규제의 예외 적용 없이는
생산량 유지와 플라스마 스크러버 확대의 동시 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도체·디
스플레이 산업공정 배출에 대해 복수의 환경 오염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각각의 배출량 규제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환경오염 방지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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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
위와 같은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 시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R&D, 고효율 저감장치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 확립, 복합적인 환경오염 배출 규
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R&D는 필수다. 저감장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R&D를 지속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사용을 배제
하는 공정 개발에 대한 R&D도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인 공정배출 저감은 온실가스
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공정 개선
은 기초 기술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둘째, 개선된 저감장치나 공정 기술의 개발이 실제 생산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충
분한 인센티브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
업으로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기업에 가장 주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도입을 테스트
와 양산 적용을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유도할 인
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 보존을 포함하여 도입설비 운
용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온실가스에만 국한되지 않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통합적인 환경오염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 현존 최대 효율의 스크러버는 NOx, 수질 오염, 전기사용량 확대
등 환경에 부정적 요소가 있다. 지속적인 R&D에도 플라스마 방식 저감장치는 중요
한 대안으로 존재할 것이며 개선된 저감장치도 환경오염 발생가능성이 크다. 환경오
염을 완벽히 배제할 수 있는 생산방식이 불가능하다면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산
업별로 복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저전력 사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역
할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핵심 전자부품으로 전자제품 효율 고도화
의 핵심이다. 일차적으로 더 빠른 반도체는 전산처리 시간 감소로 이어져 컴퓨터, 스
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가동 시간 감소를 이끌어낸다. 또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
리 등 친환경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고도화가 전
제조건이다. 디스플레이는 OLED로의 전환을 통해 낮은 전력 소비량을 달성하고 있
다. 배면 발광을 통해 화면을 구현하는 LCD와 달리 자발광인 OLED는 자체적으로
전력 사용량 감소가 가능하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기술인 LTPO4)는 OLED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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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더 감소시켜 주요 전자기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온실가스 저배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4)산업에서 공정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제품 혁신이 필요하다.

4) LTPO는 저온 다결정실리콘 산화물(Low-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로 디스플레이 TFT 기술 중의 하나로 산화물
특성을 이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기존 방식의 TFT에 비해 크게 절약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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