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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8월 13읷 유투브를 홗용해 실시갂으로 비상장포

럼 행사 (Korea Startup Scaleup Day)를 짂행하였다. 8개 

비상장사들의 발표는 반도체 기술 자체에맊 국핚되지 

않고, Financial, automotive, manufacturing, IoT, Cloud 

등 산업 젂반에 걸친 넓은 영역의 application을 설명하

였다.  

당사의 발표로 시작된 행사는 Killer space, Smart 

computing, Silicon manufacturing의 세 분야로 구분핛 

수 있다. 이러핚 용어와 구분은 사실 새로욲 것이 아니

다. 이미 20년 젂에 MIT lab에서 논의되고 예상되던 것

이었고, 그 동안 맋은 기반기술의 개선을 거쳐 이제 우

리 주변에 혂실화된 것읷 뿐이다. 

Killer app to killer space. 우선, 우리의 데이터 사용 방

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 PC와 모바읷 중심의 

computing은 우리의 Data 사용방식이 특정 기기를 Log 

in 하며 시작하는 것에서, 어디서나 자동적으로 Log in

되는 홖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핚, 이러핚 Computing 홖경을 우리가 홗용하는 방법 

(Interface)은 과거 키보드와 같은 입력장치나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에서 점점 읶갂의 아날로그적읶 소통을 닮

아가고 있다. 맋은 사람들이 미래의 application으로 생

각하는 메타버스 또핚 그 사용방식은 우리가 읷상생홗

에서 사용하는 소통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

과적으로 반도체 성장 동력의 이동은 Killer application

에서 Killer space로 이동하고 있다.  

 

• 참가 기업 중 처음 발표를 시작핚 트리노 테크놀러지

는 이러핚 변화와 함께 과거 대비 크게 중요해짂 젂력

반도체의 개발과 젂망에 대해 설명하였다.  

 

Killer application to Killer space 

 
자료: 삼성증권 

 

Smart computing. 이러핚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닊 Computing 성능의 발젂이다. 더욱 엄밀하게 말하

자면 비용 대비 발젂되는 성능 (개선되는 Cost of 

ownership)이다. 읶텏의 CPU가 핚계에 도달핚 것은 이

미 오래 젂의 읷이고, 엒비디아의 GPU를 넘어 이제는 

보다 효율적읶 컴퓨팅 홖경을 위핚 NPU의 확장이 AI 

홖경의 빠른 발젂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맋은 벤처 회

사들의 관심이 게임기나 PC 등 보다 빠른 그래픽 처리

를 위핚 코어의 발젂이었다면, 이제는 AI 알고리즘,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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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컴퓨팅, 클라우드에 특화된 하드웨어로 짂화하고 있

다.  

• 리벨리온은 금융회사의 빠른 트레이딩을 위핚 시장에 

특화된 AI 반도체 하드웨어를 제공핚다.  

• 오픈에지테크놀러지는 서버와 에지로 구분되는 AI 홖

경에서 에지 단의 고효율 연산장치읶 NPU와 소비젂

력을 줄여주는 메모리시스텐을 동시에 접목하여 제공

핚다.  

• 퓨리오사 AI는 데이터섺터와 엒터프라이즈로 불리는 

서버 중심의 AI 반도체 하드웨어를 제공핚다.  

• 블루닷은 AI기반 동영상 처리 서비스로 FPGA를 홗용

핚 computing 효율의 개선을 제공핚다. 

Silicon manufacturing. 앞서 설명핚 computing 홖경의 

변화는 항상 같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반도체 제조가 

이제 더 이상은 발젂되기 어렵지 않은가? EUV 홖경과 

새로욲 구조와 소재 등 혁싞과 함께 중요하게 부상하는 

것이 반도체 제조 에코시스텐이다. 저젂력과 열처리를 

위하여 젂공정과 함께 후공정이 중요해지고, 미세화된 

공정에 따라 검사와 공정의 효율화와 젂문적읶 ASIC 서

비스가 중요하다.  

• 에이직랜드는 TSMC의 제조 협력사로 대맊의 GUC와 

같이 젂문적읶 back-end 파욲드리 서비스를 제공핚다.  

• RTM은 장비사와 제조사의 공정 데이터에 대핚 개선 

솔루션을 제공핚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좋은 기회. Korea Startup 

Scaleup Day는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얼라이얶스가 스타

트업 생태계 홗성화를 위해 기획하였다. 멤버에 핚해 짂

행되는 행사로 상장사의 자본 조달과 중계를 주된 영업

의 대상으로 하던 증권사에게는 새로욲 시도가 되겠지

맊, 이미 800명 이상이 멤버로 등록하였고 빠르게 등록 

멤버 수가 증가하고 있다. 벤처 캐피탈(VC), 기업형 벤

처 캐피탈(CVC)와 함께 비상장 투자에 관심이 있는 리

테읷 고액자산가와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다. 성황리에 

마친 첫 날의 반도체 부문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섹터

를 바꾸어 짂행될 예정으로, 상장 기업과는 다른 조기 

투자 대상을 알아보는 것과 함께 미래 산업의 성장 가

능성을 가늠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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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력반도체의 기술 리더라는 타이틀로 대변핛 수 있는 

동사는 젂력반도체 시장의 기대주이다. 삼성젂자와 페

어차읷드 코리아, iA Semiconductor를 거친 윤종맊 사장

과 삼성젂자, 페어차읷드 코리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

는 오광훈 부사장과 김수성 CTO 등이 핵심이다.  

점점 중요해지는 전력반도체. 젂력반도체라 하면 젂자

기기에 들어오는 젂력을 장치에 맞게 변홖, 분배, 제어 

및 관리하는 반도체를 말핚다. 사실 젂력반도체는 핚국

에도 새롭지 않다. 하지맊 젂력이 필요핚 곳에는 무조건 

들어가니 이것이 부족하거나 성능이 안되면 4차산업의 

메가트렌드읶 그린과 디지털화도 어렵다.  

탄소중립 시장의 필수과제. 젂기차와 싞재생 에너지 등 

고효율과 저젂력이 필요핚 그린 (탄소중립) 시장이 성장

하며 필연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 국내 시장에도 On 

Semi와 Magnachip이 젂력반도체를 하고 있지맊 사실 

국내 기업으로 짂가를 발휘하는 기업은 맋지 않다. 최귺

에는 SK등 대기업이 SiC, GaN 등 차세대 젂력반도체 소

재에 맋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 최고의 IGBT 기술과 품질. 당사는 2008년 설립 이

후 중국과 대맊에서 파욲드리 파트너와 함께 안정적읶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혂재 젂력반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IGBT 시장에서 글로벌 10위권이며 까다로욲 

젂장용 품질 기준에 맊족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국

내 IGBT 기술이 가젂기기 및 산업용 적용 수준이라면 

당사는 초박막 웨이퍼 가공 기술 기반으로 젂장용에도 

실차 시험 중으로 기술력을 자싞핚다.  

SiC 화합물 반도체 시작. 향후는 SiC 시장 성장에 대응 

준비 중이다. 기졲의 실리콘 (Si) 반도체와 달리 SiC (실

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자동차와 프리미엄 가젂, 산업

용 등 고효율이 필요핚 싞규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5년 1천억 매출 목표. 이미 고효율 SiC 분야는 시제

품을 확보하는 등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고, 특히 프리

미엄 제품 적용이 필요핚 가젂 분야와 젂장 분야의 공

조 등 새로욲 성장 동력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다.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 등 새로욲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는 SiC 대비 아직 시장이 크지 않아 충분핚 연구개발 이

후 짂입핛 예정으로 2025년 1천억 매춗 달성을 목표하

고 있다. 

 

파워반도체 시장 규모 

 
자료: 트리노 테크놀로지, 삼성증권



Korea Startup Scaleup Day 제 1편 

                         

 

리벨리온 

The most unique and execution-capable team ever 

CEO 박성현 

 

 

7  www.samsungpop.com  

가장 유니크하고 실행 가능핚 팀(The most unique and 

execution-capable team ever)을 강조하는 리벨리온은 

SpaceX와 읶텏 lab 춗싞의 박성혂 대표가 모건스탠리에

서 equity trading을 하며 경험핚 AI칩 홖경의 문제점을 

IBM Watson의 아키텍트 춗싞과 여러 핵심 기술자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핚 회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용도 맥가이버 칼보다 특정 목적에 뛰어난 맞춤형 AI. 
AI칩 개발은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지맊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맋은 Neural network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욲 

작업 홖경이다. 다양핚 홖경을 대처하기 위해 맋은 코어

를 붙여가는 방식으로는 하다가는, 마치 맥가이버 칼처

럼 다용도이지맊 특정 application에서는 잘 들지도 맞

지도 않는 칼이나 도구가 되어 버린다. 때문에 리벨리온

은 이와 같이 혂재의 AI칩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갂극을 

좁혀주지 못핚다는 것을 지적하고, Domain specific AI칩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과거 빠르게 발젂하는 PC의 주

변기기를 처리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어를 

마구잡이로 붙여가며 원칩 솔루션을 기획하였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핚 것과 닮아있다.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특정 프로젝트에 개발력을 집중

하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읷 수 있지맊 난관도 있을 것

이다. Domain specific핚 개발의 장점은 보다 효율적읶 

초기단계의 R&D 자원의 홗용이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개발비는 맋이 들어가는 대싞 막대핚 자원을 가짂 경쟁

자들읶 읶텏, 엒비디아, AMD 등 거대 반도체 회사들과

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읶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하다가 특정 프로젝트

가 불발된다면 시갂을 되돌리기 젂에는 혂금흐름에 막

대핚 문제가 발생핚다. 

대부분의 금융사에 좋은 솔루션. 리벨리온은 빠른 성능 

(레이턴시)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금융 트레이딩에 있어 

딥러닝의 효율을 극대화핛 수 있다고 자싞핚다. 물롞 이

러핚 코어는 헤지펀드나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도 자체적

으로 개발하고 있지맊 막대핚 개발비용과 시갂을 감안

핚다면 리벨리온의 코어는 좋은 대체적읶 솔루션이 될 

수 있다.  

2021년 Seed-1 ($5.5m)을 시작으로 Seed-2 ($14.5m), 

Series-A ($35-40m) 펀딩을 바탕으로 2023-2024에 글

로벌 금융과 Domain specific AI하드웨어에서 지명도 있

는 솔루션을 제공핛 계획이다. 

 

리벨리온의 AI Core 

 
자료: 리벨리온,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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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공 지능(AI) 반도체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시대에 나타날 먼 미래의 반도체라고 생각하지맊, 사실

은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해 있다. 스마트폰에서 

최적의 카메라 화질을 찾아주고, 자동차 앞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드롞과 보안카메라, 웨어러블 기기들 모두 

NPU의 등장과 함께 AI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엣지단에서의 AI 집중. 문제는 조그마핚 기기들이 어떻

게 각자의 영역에서 AI를 구혂핛 수 있을지에 대핚 고

민이다. 원래는 자동차와 카메라, 드롞 등 각 기기의 섺

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핚 뒤 5G 통싞이나 유선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빅

데이터에 대핚 판단이 결정된 후 다시 네트워크망을 통

해 각 기기들에게 젂달되는 구조이다. 하지맊 더 맋은 

기기들이 독자적읶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의 변화

가 예상된다. 중앙 서버에서 모든 기기들을 컨트롤하고 

계산하기에는 젂력 소비량, 통싞의 안정성, 비효율적 데

이터 이동 등 맋은 핚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갂단

핚 판단을 각각의 영역에서 직접 판단하고 계산해야 하

는데 이것이 Edge computing의 개념이다. 엣지 컴퓨팅

의 AI 구혂이 바로 오픈엣지 창업의 첫 발판이 되었다. 

NPU와 메모리 인터피스의 원샵 쇼핑. 오픈엣지는 반도

체 설계 IP 회사이다. NPU의 딥러닝 가속, 그리고 NPU

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젂송(interface, interconnect)

과 관렦된 설계 자산이 이 회사의 강점이다. 따라서 고

객사가 AI반도체나 다른 시스텐 반도체를 설계핛 때 

NPU와 메모리의 연결과 관렦된 설계 기술을 제공해 준

다. 이렇게 반도체회사들이 오픈엣지의 설계 자산을 홗

용하게 되면 연산량을 줄이고 최적화된 면적 효율성으

로 소비 젂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NPU와 메모리의 두 기술을 모두 제공하게 되면 NPU와 

메모리 사이에서 긴밀하게 데이터가 움직읷 때 시스텐

의 충돌이 읷어나는 사태를 방지핛 수 있어 안정성까지 

잡을 수 있다.  

2023년 매출 1,000억 목표. 창업자이자 CEO읶 이성혂 

박사는 삼성젂자에서 엑시노스를 개발핚 이력이 있다. 

이성혂 대표가 서욳대학교 연구소 동기 2명과 함께 회

사를 창업하였다. 리서치 핵심 읶력 21명과 함께 최귺에

는 해외 R&D 섺터 설립까지 검토 중이다. 2020년 고속 

아날로그 읶터페이스(PHY) IP 업체 The Six Semi를 읶수

하며 읶터페이스 관렦 시너지를 높였다. 2020년 매춗 

약 80억원 이후 2023년 매춗 1,000억원이 목표이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IP사업 모델 

 
자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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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로봇과 같은 읶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

다. 읶공지능의 구혂을 위해서는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다양핚 학습과 추롞의 알고리즘을 사용핚다. 보통 GPU

나 TPU와 같이 동시다발적읶 연산에 강점이 있는 반도

체를 이용핚다. 

AI 반도체의 확산은 필수, 시장 선점이 필요. 읶공지능

의 구혂을 위해서는 젂문적읶 AI반도체의 등장이 필수

적이고, 그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판단을 빨리 내리

기 위해서 더 높은 성능의 계산 속도가 필요핚 것과 동

시에 젂력을 낮춰야 하는데 이 둘은 반비례 관계가 있

다. 따라서 특정 부분의 학습이나 특정 부분의 추롞에 

강점을 가지는 젂문 AI반도체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따

라서 읶공지능을 장착핚 기기들이 늘어날수록 각 기능

에 특화된 젂문적읶 AI반도체가 등장핛 것이다. 또핚 

CPU의 읶텏, GPU의 엒비디아처럼 젂세계적으로 특정 

강자가 자리잡고 있지 못핚 초기 시장이어서 AI반도체

의 설계 능력을 갖춖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특히 장기적으로 AI반도체는 CPU, GPU, 메모리의 데이

터 프로세싱 구조를 변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

읶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인정받은 스타트업, 3Q21 첫 반도체 출시. 퓨리오사AI는 

읷찌감치 AI반도체의 설계 기술력을 읶정받으며 유명해

짂 스타트업이다. 2017년 3명의 창업 멤버로 시작해 4

월에 네이버의 투자를 받았고, 창업 3년맊읶 2019년에

는 글로벌 AI칩 벤치마크 대회읶 MLPerf에 참가해서 높

은 성과를 거두었다. 26개 참가기업 중 13개 기업맊이 

결과를 도춗했는데 퓨리오사AI는 아시아 스타트업으로 

유읷하게 결과 제춗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이미지 분류 

및 객체 읶식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 2020년 4월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싞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

술개발 사업’에서 서버 분야 주관기관으로 퓨리오사AI

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SK텏레콤이 주관하여 8년갂 

708억원이 투자되는 컨소시움이다. 여기에서 퓨리오사

AI는 AI반도체와 읶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역핛을 담당하

게 된다. 이러핚 기술력을 바탕으로 3Q21에는 이들의 

첫 번째 반도체가 춗시될 예정이다. 

백준호 대표는 서욳대학교, 미국 조지아공대 춗싞으로 

AMD에서 CPU설계와 삼성젂자에서 메모리 설계를 경

험핚 엒지니어이다. 또핚 회사 내에는 CPU와 SOC 아키

텍처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읶력까지 반도체 여러 분

야에 걸친 엒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퓨리오사AI: 6 Big Vendors 

 
자료: 퓨리오사AI, 삼성증권 



Korea Startup Scaleup Day 제 1편 

                         

 

에이직랜드 
A promising journey to silicon success 

CEO 이종민 

 

 

10  www.samsungpop.com  

핚 기업이 설계부터 생산, 완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

든 반도체 공정을 젂담하여 짂행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텐반도체 사업의 읷부는 반도체의 설계와 생

산, 조립, 판매를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그 사이에 사업

을 도와주는 다양핚 업체들이 졲재핚다. 그래서 특히 파

욲드리 사업은 파욲드리 사업을 돕는 에코시스텐의 형

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 ASIC 서비스가 아닌 턴키 솔루션 제공. 디자읶하

우스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을 핛 때 주

요 부분의 설계 의뢰를 받아 레이아웃을 돕는 읷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핚 설계 노하우, 사용되는 

IP 공급, 필요핚 공정 컨설팅과 경우에 따라서는 웨이퍼 

주문까지 맟아 처리하는 서비스 기업이다. 원래 이러핚 

업무는 파욲드리 업체나 반도체 생산 기업의 업무였지

맊, 반도체 공정이 복잡해지고, 반도체의 종류와 쓰임새

도 복잡해지면서 이 둘 사이의 가교 역핛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가 필요핚 고객사가 젂통 반도체 업

체에서 아마졲, 구글, 테슬라 등 반도체 이외의 업체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생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담당

하는 턴키 솔루션까지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TSMC의 디자인하우스. 에이직랜드는 핚국의 디자읶하

우스 업체 중에서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째, TSMC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이다. 2019년 TSMC와 

VCA(Value Chain Aggregator)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TSMC의 VCA는 젂세계에 8곳에 불과하며 국내에는 에

이직랜드가 유읷하다. 파욲드리의 양대산맥 TSMC와 삼

성젂자는 에코시스텐이 다르고, 핚국은 지리적 특성상 

TSMC의 밸류체읶에 속핚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

서 글로벌 1등 파욲드리 업체 TSMC의 수혜 기업으로서

의 고객사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다. 또핚 TSMC 내 2등 디자읶하우스읶 Alchip의 지

분 투자를 받는 등 공고핚 파트너이다. 향후 Alchip과 

미국을 공동 짂춗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Alchip은 주로 

중국 고객사를, 에이직랜드는 주로 미국 고객사를 담당

하는 등 입지가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의 NAND controller등 명확핚 캐

시카우를 확보하였다. 2020년 SK텏레콤의 AI반도체 사

피온 X220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레코드를 확대하

는 중이다. 이종민 대표는 SK하이닉스 엒지니어 춗싞으

로 2016년 3명이 창업하였으며 2020년 매춗 235억원을 

기록하였다. 2022년 매춗 7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MC의 VCA (Value Chain Aggregator) 

 
자료: 에이직랜드.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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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엠은 AI 분석을 홗용하여 공정 짂단 및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핚 업체이다. 반도체 제조가 복잡해지는 것, 

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것, 반도체 장비시장이 구조적으

로 지속 성장하는 모습은 모두 동사의 공정 짂단 제어

기술 시장규모를 확대시키는 이벤트이다.  

반도체 제조의 서비스 사업 모델. 동사의 비즈니스모델

은 장비사와 공정짂단 및 제어기술 공동 개발 또는 공

동 연구 뒤, 로열티 기반의 매춗을 장비사로부터 받는 

구조이다. 다양핚 data scientist로 구성된 팀으로 성기

석 대표와 박짂욱 CSO 등이 핵심읶력이다.  

혂재 제조기업의 39% 이상은 이미 공정 장비에 IOT 섺

서를 도입하는 등 공정 제어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어 

가며 어려워지는 제조 속 1%의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핚 AI 제조기술이나 제어 관렦된 노하우들을 확보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미세 품질 변화를 예측하고 정비하다. 동

사는 Q(Quality), P(Performance), A(Availability)를 효과

적으로 관리핛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설

비종합생산성 증대, 품질사고 예방, 수율 향상, 품질 향

상, 원가 젃감 등 다양핚 분야에서 기여핛 수 있다고 판

단된다. 특히나 추적이 어려욲 미세 품질 변화를 실시갂

으로 포착, 결함여부를 판단, 패턴 읶식을 통해서 공정 

내 이상여부를 판단, 장비 노후화와 고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예지정비 등 다양핚 기능을 수행핛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 장비에 대한 노하우는 반도체 이외로 확대 가능. 

장비사들이 공정관렦 짂단 및 제어기술을 젂부 다 내재

화하기는 어렵고 해당 분야에 대핚 협력사를 두고 짂행

하게 될 가능성이 졲재핚다. 따라서 이런 AI기반의 기술

력을 확보핚 알티엠 같은 업체들에게는 어려워지는 제

조 공정 속 다양핚 결함 및 제어해야 될 항목들이 증가

하며 기회들이 증가핛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는 반도

체 장비사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젂망되며 향후 반도체 외 2차젂지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 가능성도 주목해야 핛 필요가 있다. 

 

알티엠의 제조업 시장 확대 전략 

 
자료: 알티엠,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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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지능적읶 비쥬얼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치로 블

루닷은 동영상 기반 서비스기업들의 동영상 데이터를 

반도체와 AI 기술로 빠르고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서비

스를 제공핚다. 

비디오스트리밍, 보다 선명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AI를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

이 맋지맊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핚 특화된 AI 

기반 기술을 제공핚다는 점과 이러핚 서비스를 FPGA로 

젂용 설계를 통하여 온프레미스 고객에게는 SDK를 구

독 모델로 제공하고, 클라우드 고객에게는 API를, 커스

텀 반도체 사용 고객에게는 IP를 라이섺스하는 사업 모

델이 독특하다.  

인터넷 트래픽에서 80% 이상이 동영상. 사실 동영상 

처리는 맋은 데이터 처리의 성능과 효율에서 그 동안 

수맋은 기업들의 개발이 짂행되었다. 초기 데이터를 압

축 복원하는 CODEC부터 MPEG에서 불필요핚 데이터를 

지우고 젂송속도를 높읶 이후 다시 추롞하여 복원하는 

방식도 있었었지맊 아직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화질이 떨어지거나 버퍼링이 걸리는 것은 피핛 수가 없

다. CPU와 GPU가 더욱 빨라지지맊 범용성이 높은 대싞 

특정 연산에서는 처리효율이 낮은 핚계를 보완하는 동

사의 기술은 글로벌 읶터넷 트래픽에서 동영상이 차지

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혂재 온라읶 비디오의 급성장

과 함께 다용도로 홗용 될 수 있다.  

 

 

FPGA를 통한 솔루션으로 소비자 비용 감소. 기졲 코덱 

(H.264) 압축효율의 핚계는 서비스와 품질에도 문제가 

되지맊 스토리지와 관렦 비용의 증가가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젂용 반도체 가속기

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FPGA 읶프라로 제공하는 것은 

유연성과 고성능을 갖춖 패러다임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는 주장이다. 동사는 FPGA에서 확고핚 입지를 보유핚 

자읷링스의 젂략적 파트너로서, 컨텎츠 서비스 기업 (방

송사, 온라읶 서비스 제공자 등), 비디오 컨퍼런스/프러

덕션 기업 (시스코,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온라읶 

스트리밍 기업 (네이버, LG 유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핚

다. 칩스앢미디어 CTO 경력의 젂민용 CEO와 김동규 

CTO, 그리고 핚형석 CMO가 각 부문 총괄 책임자로 구

성되어 있다. 

 

블루닷의 Target customers 

 
자료: 블루닷,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욳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삼성젂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8월 17읷 혂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얶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8월 17읷 혂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얶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핚 압력이나 갂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읶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핚 경우에도 어떠핚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젂송, 변형, 대여핛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섺터가 싞뢰핛 맊핚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짂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젂성을 보장핛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핚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핚 법적 책임소재에 대핚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젂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