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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업체, 코로나19로 인한 소재와 장비의 수요증가
기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텔레워크, 인

15억 달러), 10위는 ASM인터내셔널(유럽, 13억

터넷판매(비접촉거래)가 확대되어 통신용량이

달러)이다. 예컨대 일본에는 도포, 현상, 식각 등

이전보다 50% 이상 증대함으로써 정보통신 인프

전공정장비 생산업체인 도쿄일렉트론, 액정제조

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중 마찰

장치업체인 스크린홀딩스, 반도체 검사용 전자현

로 인해 다소 주춤해진 5G투자도 향후 전세계 주

미경을 생산하는 히다치하이테크社, 정밀 검사장

요국과 중국 내의 5G인프라 투자 가속화로 인해

비(테스터)를 생산하는 아드반테스트社, 실리콘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주춤한 데이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장치생산업체인 디스

터센터에 대한 투자도 향후 큰폭으로 증가할 것

코社 등 전공정과 후공정에 결쳐 세계적인 장비업

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버용 DRAM은 수요증

체가 포진하고 있다. 전자재료 분야에서 반도체

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DRAM은 한국

용 감광재료인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TOK와 JSR,

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후지필름홀딩스가 있고, 실리콘웨이퍼에서는 신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서는 미국, 한국,

에츠(信越)화학공업, SUMCO가 세계시장의 60%

대만, 독일기업에 크게 뒤처져 일본업체는 세계

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도시바에서 분사화된 낸

톱10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드플래시 세계 2위 업체인 쿠시아(구 도시바메모
리)도 이번 가을 도쿄증시에 상장(上場)될 것으로

텔레워크, 통신판매 확대 등 비접촉산업 
확대가 기회요인

예상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전자재료, 제조장비, 검사
장비 등에서는 세계시장점유율 50% 이상의 기업

그러나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서 일

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내에 반

본은 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1위는 어플라이드

도체 관련 업체들의 서플라이체인을 충실하게 구

머티리얼스(미국, 매출액 약 135억 달러, 이하 동

축하고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 향후 전술한

일), 2위는 ASML(유럽, 128억 달러), 3위는 도쿄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가 세계적인 반도체 관

일렉트론(일본, 96억 달러), 4위는 램리서치(미

련 제조장비업체, 시험장비업체, 소재업체, 전자

국, 95억 달러), 5위는 KLA-Tencor(미국, 47억 달

재료업체를 골고루 보유한 일본 반도체 관련 산

러), 6위는 아드반테스트(일본, 25억 달러), 7위는

업계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스크린홀딩스(일본, 22억 달러), 8위는 테라다인

자료 : 「週刊エコノミスト」, 2020.6.16.

(미국, 16억 달러), 9위는 히다치하이테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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