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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업체의 재도약을 기대
최근 글로벌 반도체업계는 전례없는 호황을 구

도체노광장치 분야에서 네덜란드의 ASML이 최

가하고 있다. 5G(제5세대 통신규격)의 상용화 진

첨단 EUV 장비를 전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전, IoT(사물인터넷) 시장의 확대, 코로나19 확

동사 EUV 장비에 일본의 레이사테크社는 검사장

대로 인한 재택근무·온라인 진료·온라인 교육 확

비를, 도쿄일렉트론은 코터 디벨로퍼(도포현상장

대 등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치)를 독점(전량) 공급하고 있다.

이다. 또한 전기자동차(EV) 확대로 자동차제어용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 일본의

반도체의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한편 미·중 마찰

SUMCO와 신에츠화학이 수위를 다투고 있고, 양

확대,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에 대

사는 전세계 수요량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

한 의존도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에

다. 이 밖에도 웨이퍼세정 분야의 SCREEN홀딩

서 반도체 공급망의 재구축과 자국 내 반도체 생

스, 반도체 절단·연삭·연마 분야의 디스코, 마스

산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크 블랑크스(웨이퍼에 전사할 때의 원판) 분야의

내 반도체 생산확대 요청에 부응하여 인텔은 200

HOYA가 세계 최고 업체이다.

억 달러를 투입,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애리조나

일본 반도체업계에서는 메모리반도체와 연산

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인텔

을 담당하는 로직반도체의 호조에 힘입어 반도체

의 신임 경영진이 미세화에 뒤져 외주화를 확대하

경기의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5G분

겠다고 선언한 전임 경영진의 방침을 전면 수정한

야에서 스마트폰 이외로 확대될 국제규격이 2020

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년 7월 제정됨으로써 자율주행, IoT를 활용한 공
장자동화, 올림픽에서의 영상 전송 등에 반도체가

미·중 마찰에 따른 대형투자 계획과 세계적인
반도체 호경기에 힘입어 재도약 기대

크게 소요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의 미세화 공정이 진전되는 가운데
낸드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는 적층화(3D)가 과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제가 되고 있다. 전술한 상황 전개는 모두 해당분

세계시장점유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러나 키

야의 설비투자 확대를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 반

옥시아의 낸드메모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메모리

도체제조장비 업체나 소재업체에 다시 한번 도약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반도체 제

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조장치 및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자료 : 「週間エコノミスト」, 2021. 5. 11.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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