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TS 자료회원제 가입 안내
1. WSTS 통계자료
o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KSIA)는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의 발간자료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WSTS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2002. 1월)하고 2002년 3월
9일부로 자료제공 서비스(자료회원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o WSTS 발간자료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 반도체 품목별 판매동향과 향후 반
도체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반
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증권사, 연구소, 투자기관 등에서도 회원으로 가입하
여 관련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WSTS 통계자료는 가입업체들
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자료 회원사에게 제공되는 WSTS 통계자료
(1) Blue Book
- WSTS 회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지역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주량/출하량을 매월 발간하는 통계자료

(2) Green Book
- Blue Book에 게재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 동안의 동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월간 통계자료

(3) Forecast Report
- 연 2회 개최되는 WSTS 전망회의에서 발표하는 향후 3년간의 반도체
제품․지역별 시장 전망 자료

2. 계약조건 및 계약기간
WSTS 자료회원제는 본 협회 회원사와 非회원사로 차등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연회비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1년을 주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연회비
① KSIA 회 원 사 : U$2,000

② KSIA 非회원사 : U$3,000

(가입기준 : 환율은 인보이스 발행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4. 자료이용 방법
o WSTS 사무국의 통계자료 배포(release) 후, KSIA에서는 48±6시간(최저
42시간, 최고 56시간) 이내에 e-mail을 통해 각 회원사별 담당자들에게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합니다.

5. 문의사항 및 담당자
본 WSTS 자료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사홍보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 담당자 : 조사홍보팀 송윤경 선임 (☎ 02-570-5223, e-mail : ksong@ksia.or.kr)

[참고자료]

WSTS 시장전망 예측방법


1.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전 세계 반도체 소자업체 약 70여
개사가 WSTS 통계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WSTS 회원업체들은 매년 봄(5월)과 가을(10월)에 각각 열리는 반도체 시장
전망회의에 참석(마케팅 전문가)하여 전망회의 이전까지 각 사가 매월 제3의
자료취합기관(DCA, Data Collection Agency)에 제출한 전 세계 매출자료를
보고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유럽, 아․태 지역에 대한 향후 거시경제 전망
(Macro Economy)과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End Use)인 컴퓨터, 통신, 가전제
품 등의 분야에서 발표하는 시장전망자료를 토대로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3
개년에 걸쳐 반도체 품목별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3. 특히, WSTS의 반도체 제품별 시장전망 자료는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간의
의견을 집결한 여론합의(Consensus)에 기초한 것으로서 다른 조사기관이나 연
구소, 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전망자료보다 보다 객관적이며 설득력이 매우 높
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