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비즈니스 상담회
기간

2022.5.19.(목)~6.10.(금)

규모

상담회 | (국내) 10개사, (네덜란드) 10개사
웨비나 | 국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60개사

품목

반도체 부품, 장비 분야 구매 및 R&D 기술협력

*예정

주요내용

1:1 비즈니스 상담회,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

주최/주관

KOTRA , 주한네덜란드대사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네덜란드반도체산업협회(Cluster Holland Semiconductors),
Netherlands Enterprises Agency(RVO)

1. 1:1 비즈니스 상담회 (온라인)
상담기간
2022.5.19.(목)~6.10.(금)
참가규모
국내기업 10개사, 바이어 10개사 내외
신청방법
무역투자24 홈페이지 내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비즈니스 상담회'
사업공고를 통해 직접 신청

2.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일시/형태
2022.6.2.(목) 15:30~17:30 / ZOOM
세부 프로그램
Session
1부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산업동향

2부

(시스템반도체) 자동차 전장화의 미래

3부

문의

내용

(반도체 장비) 반도체 공정 기술의 미래

Josefine Lee 과장 | josefine@kotra.or.kr
조민수 사원 | postiposty@kotra.or.kr, 02-3460-7645
이예지 대리 | yejislee@kotra.or.kr

주요 바이어 및 협력 품목 및 기술 (잠정)
글로벌 기업명

*비즈니스 상담 바이어 지속적 추가 예정
*상세내용 별첨 신청서 [바이어정보] 시트 확인

기업소개

협력 품목 및 기술(잠정)

ItoM

- 반도체설계, Design Service & IP 제공
- IoT 트랜시버 차세대 방송 수신기 분야가 타겟시장

(R&D 협력)
System IP & Design 등
Mixed-signal IC Design,
RF Analog IP

AimValley B.V.

- ASICs, FPGAs 초고속디지털 시스템 디자인 경험이
있는 하이테크 디자인 하우스
- 연매출액 450만 달러

(R&D 협력) 제품 협력 개발

Sioux
Technologies

- 네덜란드에 본사를 운영하고 미국에 지사 운영
- 주요 협력사로 ASML, Philips, Thermo Fisher,
Kulicke & Soffa, Canon, Zeiss, Technicolor,
DAF, MSD, ESA 등이 있음
- 연매출액 8천만 유로

(R&D 협력) 한국 반도체 장비
고객사 타깃 R&D 협력

Solutions on
Silicon B.V.
(Ascent'tec
Europe B.V.)

- Turnkey Semiconductor /MEMS solutions
for Fry Etch, Ion-implant, Epitaxy, RTP, PVD,
(PE)CVD 기술 공급 업체
- 연매출액 70만 달러

(구매) Wafer Shield Cover,
Tube Teflon Exhaust,
System Heater, Heater Blanket,
Shield Ring

- 반도체 I.C. 제조 산업. 공정 제어 방법론 솔루션 개발
및 제공하는 반도체 계량 장비 회사
- 연매출액 450만 달러

추후 안내 예정

-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SME 엔지니어링 회사
- 반도체 산업 (Front End & Back End), 항공 우주 및
자동차를 위한 프로토 타입 및 측정 시스템 개발
- 극저온/진공환경 정밀 나노미터/초고속 포지셔닝/
진동 격리/열 분석/설계 및 정밀 역학 등 전문 지식 제공

(R&D)
Clean, Dry Etch, Spinner,
Test/PKG, OHT, Display(Inkjet),
Wafer Cleaning Equipment,
CMP Equipment, CMP Slurry,
Display Equipment

Nearfield
Instruments B.V.

MI-Partners

Mecal High Tech
- 반도체 및 하이테크 분야 핵심 부품 개발, 제조 기업
System

Altum RF

- 팹리스 RF 부품 업체
- 5G, 6G, 위성통신, 방어용 고성능 고주파 GaAs 및
GaN 부품 개발

(구매 및 제조서비스 R&D 투자)
Chip Manufacturing &
Equipment, Photonic Industry,
Optical sensor
(구매 및 제조서비스 R&D 투자)
High-performance RF
components for 5G&6G
Defense and Satcom Industry
Semiconductor Material
(High frequencies of GaAs, GaN,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