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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합제품시스템 산업은 높은 기술적 복잡성, 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 높은 수준의 관리
역량 요구 등으로 인해 후발진입자의 성장이 상당히 도전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반도체
노광장비 산업의 ASML은 산업 형성 이후 약 20년이나 지난 시점에 진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데 이어, 현재 시장 독과점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사례
에 대한 심층 이해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정책을 통해 장비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정부와 세계 시장 지배를 꿈꾸는 장비기업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SML의 창업(1984년) 이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창업(1984년)’, ‘창업 초기(~1980년대 중후반),
‘창업 후기(199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로 나누어
기술혁신과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종단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기업 수준의 복합제
품시스템 혁신에 대한 종단적 기술을 통해 본 연구는 복합제품시스템 후발진입자에 대한
경영사적 논의의 심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장비산업 정책 시사점으로 “플랫폼 기반 및 보
완기술 병행 제품 개발 전략”, “수요-장비 기업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 등의 전략과 함
께 정부의 광역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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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합제품시스템(Complex Product Systems)은 다양한 부품 및 서브시스템(Subsystem)이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로 구성되어 기능을 구현하는 고가의
기술 집약 시스템이다(Hobday, 1998; Kwak and Yoon, 2020; Park, 2012). 여기
서 복합(Complex)이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다수의 부품ㆍ서브시스템들이
다양한 기술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스템(System)은 부품ㆍ서브시스템
간 복잡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 에너지, 물질, 정보, 부하(Loads, Forces) 등
을 교환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Hobday,
1998; 황혜란, 1999). 이와 같은 복합제품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우리는 원자력 발전
플랜트, 항공기 엔진, 반도체 제조장비, 통신장비, 가스터빈, 철도시스템 등과 같은 산
업재(Industrial Goods)를 꼽을 수 있다(Hobday, 1998; Gil et al., 2012; Kwak
and Yoon, 2020; Park, 2012).
위의 정의와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술혁신 패턴의 관점에서 복합제품시스템
은 일반 대량생산제품의 ‘유동기의 제품 혁신 후 경화기의 공정 혁신 진행’(Utterback
and Abernathy, 1975)이 아니라 제품 혁신이 지속된다는 고유의 특성을 나타낸다
(Davies, 1997; Huenteler et al., 2016).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복합제품시스템 개
발 및 생산을 위해서는 기능 역량(설계ㆍ엔지니어링) 외에도 자원 배분 역량(Strategic),
프로젝트 역량(Project), 네트워킹 역량 등 다양한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Galati et al.,
2021; Park, 2012). 또한 복합제품시스템은 대부분 과점 체제의 산업재(Industrial
Goods)이며,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개입이 높은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s)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Gil et al., 2012), 특유의 시장 개발 역량도 요구
되고 있다(Galati et al., 2021; Kiamehr et al., 2015). 이는 복합제품시스템 산업은
브랜드 충성도 및 기술 리더십 구축, 사용자 전환비용, 공급망 구축 등의 관점에서 후
발진입자(Late-Entrant)가 선발주자(Firt-mover)에 비해 우위를 달성하기에 상당히
도전적인 산업임을 시사한다(Peltoniemi, 2011; Schilling,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 복합제품시스템 분야에서 후발진입자의 성장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플랜트 산업은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정당성 약화로 인해 발생한 기술 방출이라는 기회의 창을 활용, 국가적인 기술
혁신시스템(TI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을 신속히 구축, 운영함으로써
세계 6위의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Kwak and Yoon, 2020). 이는 후발진
1) 복합제품시스템의 혁신 특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국내 선행연구(예: 곽기호, 2017a; 노성호ㆍ
박태영, 2013; 백서인ㆍ손은정, 2019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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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불황기에 선발진입자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Song et al., 2013).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에서 독일의 지멘스는 특화 분
야 기술 집중, 제휴를 통한 외부 기술의 전략적 활용, 판매 후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려
한 설계 등 선발주자가 경험한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숙된 보완 기술을 적시에 활용하
는 전략으로 시장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Bergek et al., 2008).
한편 반도체 노광장비(Semiconductor lithography equipment) 분야의 후발진입
자인 네덜란드의 ASML(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Lithography) 시장
석권도 주목할 만하다. ASML은 반도체노광장비 시장이 형성된 후 20년이 지난 1984
년에서야 창업하였는데(ASML, 2004), 이후 2002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37%) 이후
2020년 현재 시장점유율 90%를 기록하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Banerjee and Sharma,
2015; Bernstein Research, 2004; Chuma, 2006; 매일경제, 2021a; 조선일보,
2021a). 특히 이러한 성과는 1960년대~1980년대 중반 노광장비기업 간 시장 점유율
쟁탈전(Henderson and Clark, 1990)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전개된 일본 Nikon
과 Canon의 과점 체제(Chuma, 2006)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SML의 창업 이후 2000년대 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
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창업(1984년)’, ‘창업 초기(~1980년대 중후반), ‘창업 후기
(199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으로 나누고, 기술
혁신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장성과 관점에서 종단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복합제품시스템 산업 내 후발진입 기업 및 산업재 제조기업
(Industrial Firms)에 대한 경영사적 논의의 심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019
년 8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2.0 전략(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
지 추진단 출범(2021년)｣ 등 정부의 장비산업 육성 정책 및 장비기업의 성장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반도체노광장비의 역할 및 1990년
대 초까지의 기술 진화와 함께 시장규모 및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 내 위상의 관점에서
연구 컨텍스트를 설명한다. 이어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서술하며, 4장은 연구결과로
ASML의 성장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후기, 고도 성장기로 나누어 종단적으로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 요약과 이론ㆍ실무적 공헌,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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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컨텍스트：반도체노광장비
1. 반도체 노광장비 개요 및 기술진화：1960년대 중반~1990년대 초
반도체 노광장비란 반도체 제조장비 중 하나로 레이저 광원(Laser Light Source)을
반도체 회로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Mask)에 통과시켜, 감광액(Photo Resist, PR)이
도포된 실리콘 기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장비로 이해할 수 있다(Techworld,
2019). 이때 빛의 직진성과 회절성을 제어하기 위해 레이저 광원과 마스크 사이, 그리
고 마스크와 실리콘 웨이퍼 사이에 렌즈(Lens)를 삽입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반도체
노광장비의 활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소재ㆍ부품은 레이저 광원, 렌즈, 마스크,
감광액(PR), 그리고 마스크와 웨이퍼를 지지하고, 위치 등을 제어하는 스테이지(Stage)
와 정렬(Alignment) 유닛(Unit), 그리고 이의 설계 및 제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SW)로
이해할 수 있다(Adner and Kapoor, 2010; Chuma, 2006; Chuma and Aoshima,
2003).
반도체 노광장비의 상용화는 1960년대 중반 미국 Cobilt 및 Kasper이 마스크와
PR이 도포된 웨이퍼가 맞닿아 있는 접촉식(Contact) 장비를 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Henderson and Clark, 1990; Kato, 2007). 접촉식은 제작의 용이성, 저비용, 고속
공정의 장점이 있었으나 접촉에 따른 마스크와 웨이퍼 오염, 마스크와 웨이퍼 크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단점에 직면하였다(Seisyan, 2011). 이에 따라 1973년 일본 Canon에
의해 마스크와 웨이퍼 간 인터페이스를 접촉에서 근접으로 변경한 근접식(Proximity) 장
비가 출시되었다(Henderson and Clark, 1990). 그러나 근접식 또한 마스크와 웨이
퍼 간 공간(Gap) 생성에 따라 빛의 회절 현상 제어의 어려움을 야기하였으며, 마스크
와 웨이퍼 크기 변경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Seisyan, 2011). 그리하여
1978년 미국 GCA는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에 렌즈를 추가로 삽입하여 빛의 회절 현상
을 제어하고 마스크와 웨이퍼 크기 변경을 가능케 하는 투영식(Projection) 장비를 상
용화하였다(Henderson and Clark, 1990). GCA의 투영식 장비(모델명 DSW 4800)
는 미국 IBM에서 양산 실증에 성공함으로써(Kato, 2007) 반도체 노광장비의 지배적
설계(Dominant Design)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ASML, 2007;
NH투자증권, 2012).
투영식 장비의 지배적 설계 채택은 산업 내 다른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의 초점을
투영식 장비로 집중케 하였다(Gallagher, 2007; Murmann and Frenken, 2006). 특
히 비교적 이른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 Nikon과 Canon(각
각 1969년, 1970년 진입)는 경제산업성의 VLSI 프로젝트(1976년~1979년)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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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1980년 투영식 장비를 개발하였다(모델명 NSR-1010G, MPA-500)(Kato, 2007).
두 기업은 당시 계열관계(Keiretsu)에 있던 일본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 석권에 힘
입어 단숨에 GCA의 점유율을 추월하게 된다(ASML, 2007). 이러한 Nikon과 Canon의
시장 점유율 합계 70~80%의 지배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Chuma, 2006;
Young, 2010; 한국기계연구원, 2018).
이후 투영식 장비는 1990년을 기점으로 스테퍼(Step and Repeat, Stepper) 방식
에서 스캐너(Step and Scan, Scanner)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두 방식 모두 반도체
회로 패터닝 핵심 개념과 구성 소재ㆍ부품은 동일하다. 그러나 마스크와 웨이퍼를 지
지하고 위치를 제어하는 스테이지를 고정식(스테퍼)에서 이동식(스캐너)으로, 레이저
광원과 마스크 스테이지 간의 인터페이스를 면(면광원)에서 선(선광원)으로 바꿈으로써
마스크와 웨이퍼 크기 변경에 따른 렌즈 교환의 불편함을 없애고, 반도체 불량률을 낮
추는데 기여하였다(Seisyan, 2011). 특히 스캐너 방식의 투영식 장비는 1977년 미국
산호세에서 설립된 SVG가 주도하였다(기술명 Micrascan)(Kato, 2007; Mack, 2005).

2. 반도체 노광장비의 시장 현황 및 ASML의 성과
통상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은 반도체 시장 규모의 약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반도체 노광장비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투자 비중에서 35%를 차
지하는 핵심 장비이며, 반도체 회로 패턴의 미세화에 따라 그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
다(Techworld, 2019). 특히 전체 공정 소요 시간에서 노광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기업의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한
다(디지털데일리, 2012). 이에 따라 ASML은 노광장비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2010
년대 이후 AMAT(미국), Lam Research(미국), Tokyo Electron(일본)과 같은 종합장
비 업체와 매출 규모 4강을 형성하고 있다(Tokyo Electron, 2020). 이러한 노광장비
의 중요성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 최근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ASML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금지를 요청하고, 이것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을 야기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매일경제, 2021b; 한국경제,
2020; 중앙일보, 2021a).
ASML이 2020년 현재 신규 판매 노광장비 점유율 80~90% 수준(매출액 기준)을 기
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매일경제, 2021a; 조선일보, 2021a), 2020년 기준 세계 노
광장비 시장규모는 약 130억 달러에서 158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ASML, 2021;
Mordor Intelligence, 2021; MarketWatch, 2022). 현재 ASML 노광장비 주요 수
요 기업은 인텔, 마이크론, 브로드컴, 퀄컴(이상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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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도시바(이상 메모리 반도체), TSMC(파운드리) 등 반도체 생산 상위 기업은 물론
다양한 NXP, 인피니언 등 주문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망라한다. 최근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동시에 반도체 회로 패턴 초미세화(Half pitch
7nm 이하)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6년까지 노광장비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대
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Mordor Intelligence, 2021; MarketWatch, 2022).
이에 따라 2020년 ASML의 신규 노광장비 매출액은 103.2억 유로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유로를 돌파하였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42.4억 유로, 41.1%률 기
록하였다(ASML, 2021). 이에 비해 ASML의 경쟁사인 Nikon과 Canon은 시장점유율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양사 점유율 합은 2017년 기준 15% 미만이다. 2020년
Nikon과 Canon의 노광장비 사업 부문 매출액은 각각 1,848억 엔, 1,425억 엔으로
(Canon, 2021; Nikon, 2021), ASML 매출의 13.8%, 10.6%에 불과하다. 아래 <그림
1>은 ASML과 주요 경쟁사인 Nikon과 Canon의 노광장비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
ASML은 창업 초기까지(1980년대 후반) 일본 Nikon과 Canon에 뒤지다가 창업 후기
(1990년대 초중반) 본격 성장을 시현, 2002년을 기점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
였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반도체 노광장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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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chworld, 2019.7.15., [한장TECH] 차세대 반도체의 운명을 쥔 기업, ASML ①; 조선일보, 2021.5.6., 삼성의 ‘시
스템반도체 1등 전략＇에 꼭 필요한 3가지; 매일경제, 2021.3.13., 삼성전자·TSMC 올 투자 62조 역대최대…日, 왜 초
조할까; NH농협증권(2012), Industry Analysis ‘반도체’. 2012년 11월 6일., ASML(2007) Intro Young Researchers;
Bernstein Research (2004), ASML: Technology and Customer Winner, European Semiconductor Industry: Winners
Continue to win, 86-96.; Banerjee and Sharma, (2015), Co creation as a risk sharing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EUV lithography technolog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7(9),
1097–1113.; Chuma, (2006), Increasing complexity and limits of organization in the microlithography industry: implications
for science-based industries, Research Policy, 35, 394-411. 등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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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업 경영사적 관점에서 ASML의 창업과 성장과정을 사례연구 방법론에 기
반하여 기술적 접근(Narrative approach)을 통해 고찰하였다(Miles and Huberman,
1994). 이러한 접근은 산업 및 기업 성장에서의 정형화된 사실(Styleized Facts)에 근
거,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Yin, 2014; 곽기호, 2017b). 특히 다양한 출처로부터 풍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
는 사례(Information rich context)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판단 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적용하였다(Patton, 1990). 이와 같은 단일 사례에 대한 판단 추출법은
특정 분야의 다수의 유사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이면서 논의가 제한적인 사례, 그
리고 직접 작성 자료(firsthands accounts), 기록물 등 각종 문서와 인터뷰에 기반하
여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현상을 종단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Edmondson & McManus, 2007; Siggelkow, 2007). 특히 ASML의 성장은 우리나
라의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의 획기적인 사례라는 점에서(Banerjee and
Sharma, 2015; Kwak and Kim, 2020), 기업 전략 및 산업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술 창업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ASML 성장을 (1) 창업 배경, (2)
창업 초기, (3) 창업 후기, 그리고 (4) 고도성장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기업성장
단계를 창업, 첫 제품 출시, 후속 제품 출시, 주식시장 상장 등 핵심 경영 문제 관점에
서 이해하는 접근(김영배ㆍ하성욱, 2000; 이장우ㆍ이성훈, 2009)과 업력 10년을 기준
으로 기업성장을 이해하는 접근(La Rocca et al., 2011; Oliveira & Fortunato,
2006), 그리고 업력을 세분화하여 창업 초기(3년 미만), 창업 중기(4~6년), 창업 후기
(7년 이상)로 나누는 접근(Littunen, 2000; 이명종ㆍ주영진, 2019)을 통합적으로 고려
한 것으로 ASML의 성장을 기술혁신 관점에서 의사결정과 성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관점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ASML의
성장을 ‘창업(1984년)’, ‘창업 초기(~1980년대 중후반, 창업 후 6년), ‘창업 후기(1990
년대 초중반, 창업 후 7~10년)’, ‘고도성장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창업 후
1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의 개념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제고하기 위해 저자는
ASML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1⋅2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방법 삼각측정법(Methods
Triangulation)을 확보하였다(Patton, 1999; Yin, 2014). 먼저 1차 자료는 저자의
2012년 7월 ASML 본사(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방문 시 이루어졌던 ASML의 Eclipse
프로젝트 관리자, ASML Korea 소속 반도체 기업 대상 세일즈 엔지니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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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에 수행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며 ASML의 장비를 직접 사용ㆍ유
지보수한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엔지니어(現 공공연구기관 근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1차 자료원 활용은 회고적 편향(Retrospective biase)을
방지하고,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ing)을 달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jödin et al., 2020). 특히 반도체 기업 출신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인
터뷰는 ASML 관점의 자료 수집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관점의 삼
각측정(Perspective Triangulation)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Patton, 1999;
Tuli et al., 2007). 연구결과 중 특별한 인용이 없는 것은 인터뷰에 기반함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1차 자료원은 ASML 성장 관련 내부 생성 문건(Firsthand accounts)
등과 같은 양질의 2차 자료 제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West and Kuk, 2016).
이와 별개로 저자는 관련 신문기사,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발간한 반도체 산업 및 시
장 보고서, 산업 전문지(Business Publication)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료원의 삼
각측정(Triangulation of Sources)도 달성하였다. 이러한 삼각측정법의 통합적 활용
은 실증의 연쇄(Chain of Evidence)를 구축함으로써 본 연구의 개념적 타당성은 물론
신뢰성(Reliability) 제고 달성에도 기여하였다(Yin, 2014). 더불어 연구의 내적 타당
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살펴본 분석기간(1984년~2000년대 초) 전반에 걸쳐 관련 자료
를 충분히 수집⋅분석하고자 하였다(Beverland and Lockshin, 2003; Flint et al.,
2002; Yin, 2014).

Ⅳ. ASML의 성장
1. 창업
ASML의 창업은 1971년 필립스 물리연구소(Philips Natuurkundig Laboratorium)
의 투영식 노광장비 개발을 위한 기획 보고서 ‘‘Optical Projection onto Silicon
Wafers“로부터 시작되었다(ASML, 2007). 그러나 실제 노광장비 상용화는 1982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으며(Phillips Automatic Stepper 2000, PAS 2000), 필립스 내부
에서도 장비 양산 역량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부족한 반도체 장비 시장 개발 역
량, 미국ㆍ일본 대비 열위에 있는 유럽의 반도체ㆍ장비 협업 체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였다(ASML, 2004). 실제로 PAS 2000 판매는 1대 납품에 그쳤
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미국 반도체 장비 선두 기업(GCA, Cobilt, Varian,
Perkin-Elmer 등)과 공동생산ㆍ투자ㆍ마케팅 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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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SML, 2004; Khan et al., 2009; Mack, 2005).
이후 ASML은 필립스가 1984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벤처기업인 ASM(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와의 합작 투자(50:50, Joint Venture)를 진행함으로써
독립 법인으로 발족하였다. 이는 필립스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회사명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당초 필립스는 벤처기업인 ASM과의 합작 투자에 부정적이었으나,
ASM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력(1981년 5월)에 따른 미국 시장 공략의 용이성, 종합 장
비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네덜란드 경제부(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자본금 1,350만 길더(약 400만 달러)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ASML, 2004; Bits&Chips, 2019; Khan et al., 2009). 대신 필립스
는 ASML의 CEO, 창립 멤버 47명 모두 필립스 출신으로 구성함으로써 노광장비 사업
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ASML, 2004; Raaijmakers, 2019; Khan et al., 2009). 이
때 네덜란드 경제부는 필립스의 브랜드 자산과 설계기술, ASM의 반도체 장비 생산기
술과 마케팅 결합의 효과를 적극 강조하고, ASML을 위한 자국 내 공동 R&D 컨소시
엄 출범(Stichting Centra voor Micro-Electronica, SCME), 유럽 공동 연구개발 프
로그램 ’Microelectronics Program’ 참여를 성사시키는 등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
였다(Bits&Chips, 2019).

2. 창업 초기(~1980년대 중후반)
합작 투자 이후 2년 만인 1986년 5월 ASML은 PAS 2500/10이라는 노광장비를 출
시하였다. 해당 모델은 최초 모델 PAS 2000에 비해 스테이지 구동 방식(유압식 → 전
동식)과 렌즈 모듈 교체(Cerco 제품 → Carl Zeiss 제품)를 통해 기존 모델의 기술적
열위를 해결코자 하였으며, 모기업인 필립스 판매 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미
국 시장에 진출한다(ASML, 2004; ASML, 2007; Khan et al., 2009). 당시 필립스의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사업부는 시장에 ‘PAS 2500/10’의 우수성을 적극 홍
보하는 것은 물론, 장비 개발에 필요한 부품 구매 대행을 통한 공급사 협상력 제고, 필
립스 보유 특허에 대한 배타적 사용 허여 등을 통해 ASML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였
다(Khan et al., 200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SML은 1988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
으며, 모기업 중 하나인 ASM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에 이른다(ASML, 2004).
ASM의 지분 매각의 결정적 이유는 바로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반도체 경기 불황
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였다. 당시 DRAM 가격은 기가바이트(GB) 당 1만 달러로 1980
년 대비 1/10 수준으로 급락하였고, 이는 ASM의 재무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A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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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Chuma, 2004; Maak, 2005; Raaijmakers, 2019). ASM의 지분 중 절반은
필립스(총 지분 60%)에, 나머지 절반은 2개의 네덜란드 은행에 분할 매각(Mack, 2005;
Chuma, 2004)되었으며, 이로써 ASML은 필립스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반도체 경기 불황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ASML은 창업 초기 기업에 적합한 제품 개
발 전략을 취하는데, 이는 바로 부품 구매(Buy) 전략이다. 이는 타 선두 업체 대비 기
술력이 열위이고, 부품 생산(Make)을 위해 대규모 R&D 자원을 동원할 여력은 없지만
모기업인 필립스를 활용할 시, 탐색비용, 교섭비용, 갈등 조정 비용과 같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을 낮출 수 있기에(Williamson, 1985), ASML에는 합리적인 의
사결정이었다(Khan et al., 2009; ASML, 2004).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부품 및 서브
시스템 간 긴밀한 연계 및 이에 대한 통합 제어가 필요한 복합제품시스템 특성 상 반도
체 노광장비의 성능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ASML의 시장 개발은 모기업인 필립스를 제외하고는 Micron, Monolithic Memories,
AMD, Cypress, Signetics와 같은 미국 내 반도체 벤처기업 및 대만의 TSMC와 같은
개도국 기업에 국한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 개발에서도 역시 필립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TSMC는 1987년 필립스가 대만 정부와 합작 투자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민완기 외, 2008), ASML에게는 필립스와 함께 중요한 전속 시장(Captive Market) 역
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창업 후기(1990년대 초중반)
1990년대 초는 1,000달러로 살 수 있는 반도체의 집적 회로 성능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광원인 DUV
(Deep Ultraviolet Light)이 부상하던 시기였다(Kapoor and McGrath, 2014). 당시
DUV는 기존 레이저 광원(UV, i-line) 대비 5배 높은 가공 정밀도를 구현함과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실리콘 웨이퍼를 6인치(150mm)에서 8인치 또는 12인치(200mm,
300mm)로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
다. 이에 따라 ASML 또한 1980년대 말부터 DUV 개발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DUV
및 이를 채택한 노광장비 개발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였기에 ASML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 시장 성장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어 외부로
부터 자금 조달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ASML은 EU의 R&D 프로그램 활용, 공공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 모기업인 필립스의 지원,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ASML, 2004; Davies et al., 1998; Mulkens et al., 1999). 먼저 A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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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U R&D 프로그램 중 ELLIPSE(Excimer Laser Lithography Processing for
Subquartermicron Era)에 참여함으로써 DUV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다. 이후
1989년에는 시제품의 성능 평가(β Tool)를 벨기에 IMEC(Interuniversity Micro
Electronics Center)에 의뢰함으로써 노광장비 자체의 실증은 물론, 공정 최적화 관점
에서 노광장비와 재료, 반도체(소자), 다른 장비 공급사와의 연계를 달성하였다(Chuma
and Aoshima, 2003; Chuma, 2006). 또한 필립스로부터 1992년 7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약 1,1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지원받아 상용화에 필요한 인증 획득,
설계 개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필립스의 집적회로 사업부
는 노광장비 수요자 관점에서 ASML의 DUV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정부 주관 R&D에 직접 참여하거나, R&D 투자 비용 공제 및 세금 감면 혜
택 등도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ASML은 DUV에 기반하되 투영 방식(스테퍼, 스캐너), 가공 정밀도(90㎚,
110㎚, 280㎚)와 가공 실리콘 웨이퍼 크기(200㎜, 300㎜)를 변경할 수 있는 노광장비
플랫폼(PAS 5500)을 개발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고객 맞춤형 장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ASML, 2004; Bernstein Research, 2004; Chuma and Aoshima, 2003;
Seisyan, 2011). 이후 ASML의 PAS 5500 플랫폼은 다양한 DUV 광원(KrF Excimer,
ArF Excimer)은 물론 기존의 UV 광원(iLine)도 채택을 가능케 함으로써 R&D, 생산,
마케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였다(Magnusson and Pasche, 2014).
동시에 ASML은 현미경 기술(가공 정밀도 보완), 실리콘 웨이퍼 정렬 기술(웨이퍼 크기
확대에 따른 정렬 정확도 보완)과 같은 보완기술(Complementary Tech.)을 병행함으
로써 플랫폼 개발에 따른 점진적 혁신 매몰 및 모델 간 차별화 한계 문제를 극복하였다
(Gawer and Cusumano, 2014; Robertson and Ulrich, 1998). 이를 통해 ASML은
아래 <표 1>과 같이 PAS 5500 플랫폼에 기반하여 무려 19개의 모델을 출시하였다.
실제로 ASML의 PAS 5500 플랫폼 기반 장비들은 판매량 증가와 고객 다변화
(Diversification)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91년 IBM 수주 계약 이후 당시 DRAM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삼성전자(1995년 2월)와 삼성전자를 추격하던 현대전자
(現 SK하이닉스, 1996년 10월)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일본 Nikon과 Canon에
서 ASML로 노광장비 구매선을 전환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10%
에 불과하던 ASML의 시장 점유율은 1994년 14%, 1998년 23%까지 상승하였으며(그
림 1), 매출 또한 1993년 1억 유로 돌파, 1995년 4억 유로 돌파 등 수직 상승하였다.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ASML은 1995년 3월에 암스테르담 주식시장 및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였다. 당시상장 주식 수는 총 1,260만 주, 초기 주당 가격은 약 3달러였다. 이러
한 상장은 고도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확보의 원동력이 되었다. 참고로 ASML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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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SML 창업 후기 개발에 성공한 PAS 5500 플랫폼 기반 노광장비 현황
투영
방식
광원
기술

i-line

스테퍼
(Step and Repat 공정)
PAS
PAS
PAS
PAS
PAS
PAS
PAS

5500/22(1994)
5500/60(1996)
5500/80(1996)
5500/100(1997)
5500/150(1997)
5500/200(1998)
5500/250(1998)

PAS 5500/20(1993)
PAS 5500/90(1996)
KrF PAS 5500/300(1998)
DUV

ArF PAS 5500/950(2000)

스케너
(Step and Scan 공정)

레이저 최대 가공 웨이퍼
광원 파장 정밀도
크기
(㎚)
(㎚)
(㎜)

PAS 5500/400(D)(1997)

365

280

200

5500/500(1998)
5500/700B(1998)
5500/750(1999)
5500/800(2001)
5500/1100(2001)

248

110

200,
300

PAS 5500/900(1999)
PAS 5500/1150(2003)

193

90

200,
300

PAS
PAS
PAS
PAS
PAS

주：밑줄 및 볼드체 처리 모델은 PAS 5500 플랫폼 내 판매 실적이 뛰어났던 제품 모델
출처：ASML(2004), Bernstein Research(2004), Chuma and Aoshima(2003), Seisyan(2011)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장에 따라 필립스의 지분율은 23~24%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ASML, 2004), 2022년
1월 13일 기준 ASML은 주가는 742.17달러이다.

4. 고도성장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ASML은 창업 10년 만에 빠른 매출 성장과 주식 시장 상장이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기존 경쟁사인 일본 Nikon과 Canon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은 Nikon과 Canon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UV(i-line)
장비도 같이 판매되고 있었고, 양사는 계열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압
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Nikon은 미국 인텔과의 장기
공급 관계에 기반하여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Linden et al., 2000). 특히 당
시 ASML의 장비는 가공 정밀도와 생산성 측면에서 Nikon과 Canon 대비 뚜렷한 우
위가 없거나, 열세인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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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Semiconductor Engineering, 2012), 고집적화와 높은 생산성의 노광장비를 요
구하고 있었다.
<그림 2> ASML TWINSCAN 기술의 Dual Stage 공정 적용 예시 및 경쟁업체와의 비교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고,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ASML은 2가지의 중요
한 혁신을 시도한다. 첫 번째는 TWINSCAN 기술 개발이다. TWINSCAN이란 말그대
로 기존 노광장비 대비 웨이퍼 스테이지를 1개 추가함으로써(Dual Stage) 노광공정
속도를 2배로 높임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번 스테이지 에서 노광 중일 때, 2번
스테이지에서는 다음 웨이퍼를 미리 받아 노광 전에 필요한 정렬 작업을 병렬적으로
동시 진행하는 방식이다(Enami and Taji, 2016). 이는 위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경쟁사(단일 웨이퍼 스테이지) 대비 동일 시간에 1.5~2배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Techworld, 2007). 한편 TWINSCAN 기술 개발을 위해
ASML은 EU의 MEDEA(MicroElectronics Development for European Application)
R&D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997년~2000년 사이 20억 유로의 예산 배정 지원받
았다(Darmer and Kuyper, 2000).
두 번째는 70㎚ 이하의 가공 정밀도 구현을 위한 액침 기술(ArF Immersion Tech.)
개발이다. 액침 기술이란 DUV 광원 중 ArF를 사용하면서 렌즈와 웨이퍼 사이에 빛의
굴절률을 크게 하는 유체(물 또는 기름)를 삽임함으로써 기존 건식 기술(ArF Dry) 대비
가공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다(ASML, 2004; Enami and Taji, 2016)(그림 3). 사실
액침 기술은 2001년에 이미 미국 로체스터 공대에서 기초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상용화 기술 개발이 중요했다(Sydow et al., 2012). 대신 액침
기술은 유체 삽입으로 인해 불량을 야기하는 거품(Bubble)이나 미립자(Particle) 제거
가 중요했다. 이를 위해 ASML은 장비 성능평가와 실증 관점에서 다시 한번 IMEC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였다(Sydow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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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액침 기술(ArF Immersion Tech.) 구성과 원리

그 결과 ASML은 TWINSCAN 기술 및 액침 기술을 채용한 노광장비를 순차적으로
상용화하였다. TWINSCAN 기술을 채용한 최초 상용 모델은 AT 750T로 2001년 하
반기에 출시되었으며, 이후 후속 모델(400T, 850)의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한편
TWINSCAN 기술과 액침 기술을 동시 채용한 최초 상용 모델은 XT 1150i로 2004년
하반기에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역시 후속 모델의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ASML은 TWINSCAN과 액침 기술을 탑재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경쟁사 대비 제품 개
발의 신속성 및 제품 성능 우수성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이는 아래 <표 2>와 같이 동기
<표 2> 2000년대 노광장비 주요 기업의 장비 출시 및 주요 성능 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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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ASML 개발 장비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해상도와 생산성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
위를 기록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XT 1150i의 파생 모델인 1250i, 1700i,
1900i, 1950i는 ASML의 Nikon 시장점유율 역전 및 격차 확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Banerjee and Sharma, 2015). 더불어 ASML은 보완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가
공 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MaskTools를 인수함으로써 제
품 모델 별 공통 기반 특성(Commonality)과 특이성(Distinctiveness) 간 균형을 확
보코자 하였다(Meyer and Lehnerd, 1997).
더 나아가 ASML은 시장 확대와 기술 역량 보완을 위해 해외 경쟁사 M&A를 진행하
고, 이를 통해 일본 Nikon과 Canon을 단기간에 추월코자 하였다. 이는 바로 2001년
미국의 SVG 인수 시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VG는 스캐너 방식의 장비에 오
랜 노하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방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설계 및 생산기술
R&D 컨소시엄인 SEMATECH(Semiconductuer Manufacturing Technology) 참
여를 통해 DUV 장비 기술에서 우위에 있던 회사였다(Spencer and Grindley,
1993). 이에 따라 ASML은 M&A를 통해 SVG 내부의 기술 역량과 인력을 단기간에
흡수하고, 미국 내 생산공장 확보를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추구하였다. 결정적으로
SVG는 인텔이라는 우량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인텔은 노광장비 구매를 SVG
와 Nikon에 의존(Dual Sourcing)하고 있어서 ASML로서는 인텔과 거래를 성사하기
가 매우 어려웠다(EDN, 2001). 그러나 ASML로서는 SVG 인수 시 이를 단번에 해소
하고, CPU 생산용 노광장비에서도 Nikon과 본격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1
년은 반도체 경기가 극심한 불황일 때라 ASML 또한 SVG 인수의 적기로 판단하였다
(ASML, 2004).
협상 결과 SVG 지분 100%에 대한 인수가격은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6억 달러로 결정되었다(머니투데이, 2001; 전자신문, 2001). 그러나 ASML의 SVG
인수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외자심의위원회(CFIUS)는 SEMATECH을 통해 개발ㆍ축적
된 기술의 유출 등을 우려하여 지속 반대하였으며,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무부와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을 대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 미ㆍEUㆍ네덜란드 정부 간 갈등도
심화되었다(중앙일보, 2002). 결국 이러한 갈등은 네덜란드 경제부와 미국 상무부, 주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과 네덜란드 해외직접투자국 간의 기술 교류 및 사업화를 위한
협의체(High Tech. Connections) 구성 조건으로 타협되었다(ASML, 2004).
ASML은 SVG 인수 성공과 XT 플랫폼 제품의 선전에 힘입어 2002년 사상 처음으
로 시장 점유율 1위(37%, 그림 1)를 달성하였다(ASML, 2004; Bernstein Research,
2004). 특히 그간 공략에 애를 먹었던 인텔은 물론, Nikon 계열의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 NEC) 및 파나소닉 등으로부터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일본 시장 공략의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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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7년 ASML은 일본 시장에서도 약 3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전 기술ㆍ제품군, 전 지역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ASML, 2007). 이는 위
<그림 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ASML의 제품군 및 지역별 시장 점유율(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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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성장사를 크게 ‘창업(1984년)’, ‘창업 초
기(~1980년대 중후반), ‘창업 후기(199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기(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로 나누어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ASML은 투영식 기술을 노광장비
분야 미래 유망 기술로 선택한 대기업 필립스와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하던 유망 벤
처기업 ASM 간 합작에 의해 출범하였다. 창업 초기 ASML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
고, 합작 파트너 ASM의 철수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기업 필립스의 특허 사용 허여,
Track Record 및 전속 시장 제공, 부품 소싱 등 다양한 지원과 미국 내 반도체 벤처
기업 중심의 판매에 힘입어 시장 진입에 성공한다. 이어 창업 후기 DUV, 플랫폼 기반
제품 개발, 그리고 보완기술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가파른 매출 성장, 고객 다변화, 그리
고 나스닥 상장의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 고도 성장기에서는 TWINSCAN과 액침 기
술을 탑재한 플랫폼 개발 및 경쟁사 M&A 등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마침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된다(그림 1, 4). 각 시기별 ASML의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성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비록 본 고는 단일 사례연구에 그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국산화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과 정부의 장비산업 정책(소재ㆍ부품ㆍ장비 정책
내) 실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국기계연구원, 2018; 2020). 첫째,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은 제품 개발 전략을 ”플랫폼 기반 보완 기술 병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
해야할 것이다. 새로운 아키텍처 등장 이후 부품 혁신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복합제
품시스템의 제품혁신 패턴을 고려할 때(Huenteler et al., 2016), 플랫폼 기반 제품
개발은 R&Dㆍ생산ㆍ마케팅에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 창출, 대량 고객 맞춤, 신
제품 품질 관리 비용 감소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Halman
et al., 2003; Magnusson and Pasche, 2014). 동시에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 간
차별화와 특정 고객 최적 제품 개발을 위한 보완기술 개발도 병행이 필요하다(Gawer
and Cusumano, 2014). 이러한 플랫폼과 보완기술 개발 병행의 효과는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 지출(2020년 15.8억 유로, ASML, 2021)에도 불구하고, ASML이 높은 수
익성을 달성하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장비 업체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꾀해야할 것이
다. ASML의 초기 성장에 있어 필립스는 인력 뿐 아니라 R&D, 구매, 마케팅, 재무적
자원 등 전 분야에서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이에 힘입어 ASML은 미국 반도체 소자 벤
처기업과 TSMC에서부터 시작하여 IBM, 삼성전자 등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었고, 종래에는 일본의 반도체ㆍ장비 계열관계까지 극복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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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 대기업 주도의 추격(Catch-up) 전략에 의해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산업 형성 초기에 반도체와 장비산업의 동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Ernst, 1998;
Shin, 2017), 이는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반
도체 산업 추격이 가시화되고, 국내 기술 인력의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이데일리,
2021; 한국경제, 2015), 반도체 기업과 장비 기업 간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이다(Kwak
and Kim, 2020). 특히 차세대 노광장비인 ASML의 EUV(Extreme UltraViolet) 장비
확보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조선일보, 2021b; 중앙일보,
2021b)은 반도체ㆍ장비 산업 간 협력이 산업의 지속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표 3> 시기별 ASML의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성과 요약
시기

창업
(1984년)

기술혁신활동

시장성과

∙ 1971년 필립스 물리연구소 R&D 기 ∙ 1대 판매
획이 모태, 필립스 내부 사업화 시도
∙ PAS 2000 모델 출시
∙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과 생산, 투
자, 마케팅 협력 추진하였으나 무산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벤처기업인
ASM과 합작 투자, 설립

∙ PAS 2500/10 모델 출시
창업 초기
∙ 부품 구매(Buy)를 통한 장비 개발
(~1980년대
비용 절감하였으나, 성능 최적화에
중후반)
한계

창업 후기
(1990년대
초중반)

∙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 미국 반도체 벤처기업 및 개도국 반
도체 제조기업(TSMC 등) 대상 판매
∙ 합작투자 기업 ASM 지분 매각

∙ 새로운 광원기술 개발(DUV) 및 이를 ∙ I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위한 공공 R&D 프로그램 활용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대상 판매
∙ 비용 효과적인 고객 맞춤형 장비 개 ∙ 시장점유율 상승：14%(’94년) →
발을 위한 플랫폼 개발(PAS 5500)
23%(’98년), Nikon, Canon과 3강
∙ 보완기술 병행 개발을 통한 동일 플
체제 구축
랫폼 활용 모델 간 차별화 제고
∙ 주식시장 상장: 1995년 3월

∙ 생산성과 가공 정밀도 혁신을 위한 ∙ 2002년 시장점유율 1위 달성(37%)
기술 개발：TWINSCAN과 액침 기술
및 Nikon, Canon과의 격차 확대
∙ TWINSCAN과 액침 기술 적용
- 전 기술ㆍ제품군, 전 지역에서
고도성장기
플랫폼 개발
경쟁사압도
(1990년대
- TWINSCAN 적용：AT 750T
∙ SVG 인수를 통한 인텔 고객 확보
후반~
- TWINSCAN 및 액침 기술 동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진출)
2000년대
적용：XT 1150i
∙ 일본 반도체 기업 수주 성공(일본의
중반)
∙ 보완기술 병행 개발을 통한 동일
반도체ㆍ장비 계열 관계 극복)
플랫폼 활용 모델 간 차별화 제고
∙ 해외경쟁사 M&A(SVG)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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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ㆍ장비 산업은 첨단 공통기반기술 개발,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적극 실행해야할 것이다(한국기계연구원, 2018).
더불어 정부 또한 반도체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복합제품시스템은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특성이 강하고, 경제적 파
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산업이다(Galati et al., 2021; Kwak and Yoon, 2020; Park, 2012). 이
러한 특성은 네덜란드 정부가 ASML 설립에서부터 R&D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ㆍ자금
지원ㆍ비용공제ㆍ세금 감면 지원 뿐 아니라 해외 협력과 M&A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
로 개입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VG 매각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미국 국방부의
개입 또한 상기 특성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또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 집행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2021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 내에 R&D 투자, 글로벌ㆍ로컬 공급망 참여 및 강화,
협력 생태계 구축, 정책기금 조성, 특화단지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기획된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하면서 조속한 실행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복합제품시스템 분야 후발진입 기업의 성장사를 고찰함으로써
기업 경영사 논의를 심화하였다. 복합제품시스템 관련 기존 국내 논의의 분석 수준은
연구개발 과제(송위진ㆍ황혜란ㆍ조황희, 1999), 시스템(곽기호ㆍ박주형, 2016; 곽기호ㆍ
김원준ㆍ김민기ㆍ조창연, 2017; 백서인ㆍ손은정, 2019; 이승환ㆍ김병근ㆍ지일용, 2020),
공공연구개발시스템(조황희, 1998) 및 산업(곽기호, 2017a; 곽기호 외, 2017; 노성호ㆍ
박태영, 2013)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 수준의 본 연구는 복합제품시스템 산업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스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영 및 혁신 논의의 출발점
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ASML의 성장을 종단적으로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추후 복합
제품시스템과 선발주자의 장단점(First-mover Advantage, Disadvantage) 논의의
결합을 통해 복합제품시스템 후발진입자가 열위를 극복하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조
건 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간 국내 기업의 후발진입 열위
극복에 대한 사례연구는 대부분 대량생산제품에 국한되었다(예: 김상훈ㆍ이지수ㆍ최윤
아, 201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합제품시스템 분야에서 후발진입자가
있다(예: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로템의 고속열차, 한컴의 인공위성 등). 따라서 본 연
구를 기반으로 복합제품시스템 혁신과 후발진입자 열위 극복의 교차점에서 심층 사례
연구에 기반한 연구문제와 연구명제가 다수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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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Review of Late-Entrant Growth in the
Complex Product Systems:
ASML in Semiconductor Lithography Equipment

Ki-Ho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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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omplex product systems (CoPS) sector is
challenging for late-entrants due to the high level of technological complexity,
difficulties in market development, and management capability requirements.
However, we witness that ASML in the semiconductor lithography sector,
which entered the sector 20 years after its formation but took over the
leading position and eventually achieved a market monopoly. For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n the ASML and developing equipment industry policy
and strategy for firms, we conduct a longitudinal and in-depth analysis on
ASML’s growth by dividing its history from foundation to market dominance
into an establishment, early stage, later stage, and rapid expansion, centering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 development. In doing so, we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oPS innovation and late-entrants from business hostiry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In addition, we provide the crucial implications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at developed policies for nurturing the
semiconductor equipment sector in earnest after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and the equipment firms for pursuing sustainable growth.
<Key Words> Complex Product Systems, Semiconductor lithography equipment,
Late-entrats, ASML, Equipment sector policy,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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