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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일본의 반도체업계
최근 세계 반도체업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파나소닉이 개발한 출입관리시스템 ‘eX-SG’는

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반도체

외부인조차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

지수(반도체 관련 품목으로 구성, SOX지수)는 금

얼굴인증만으로 보안게이트(security gate)를 통

년 9월 2일 사상 최대치인 2,366을 기록하였다.

해서 원하는 사무실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성장 분야는 의료·비접촉 산업, 5G&서버,

이런 비접촉 시스템에는 무선 송수신 및 제어마이

파워반도체, 제조장치 등이다.

컴 등 많은 반도체가 소요된다. 얼굴인식인증기술
은 NEC, 얼굴촬영 이미지센서 기술은 소니, 카드

의료·비접촉산업과 제조장치·소재 분야 등의 키의 제어용 마이컴은 르네사스가 세계 최고 수준
성장세 호조

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특
정하는 데는 단거리 무선통신과 블루투스 기능이

일본의 반도체업체들도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사용된다. 블루투스를 내장한 타인의 스마트폰이

따른 사회적 과제 해결과 관련하여 실적 호조를

접근해 오면 상호 스마트폰 어플의 페어링기능에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료·비접촉 산

의해 상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본 후생성이

업분야를 들 수 있다.

제공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인 어플 COCOA도 이

재택근무 등 원격 온라인 작업과 관련한 PC, 서

런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버, 와이파이 루터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관련 장치 및 소재업체의 글로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 관련에서는 ECMO

위상은 매우 높다. 소니는 이미지센서, HOYA는

(체외식 모형 인공폐)나 인공호흡기에 사용되는

마스크블랑크스, 신에츠(信越)화학공업·SUMCO

파워반도체, 유량센서, 전원IC와 이들 장치를 제

는 실리콘 웨이퍼, JSR·동경응화공업은 포토레지

어하는 마이컴(마이크로컴퓨터) 등 반도체 수요

스트, 레이저테크는 EUV노광장치용 검사장비 분

가 증가하고 있다.

야에서 세계 최고기업이다. 도쿄일렉트론은 반도

일본에서는 르네사스테크놀러지가 인공호흡기

체제조장치 세계 3위 업체이다. 코로나19 이후

회로기판 및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라타제

의 뉴노멀이 지속되면 이들 일본 반도체 관련업

작소와 TDK가 회로기판에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체들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

있다. 비접촉 관련산업으로는 사무실이나 이벤트

상된다.

전시장 등의 출입 시 얼굴인식 인증이나 카드 키

자료 : 「週刊エコノミスト」, 2020.10.6.

관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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