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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ot Microelectronics (뉴욕, CCMP)
(반도체 슬러리 분야 세계 선두 업체)
기업개요
Cabot Microelectronics 는 세계적인 반도체 원판 연마제 및 패드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현재 Cabot Microelectronics 는 DuPont 에 이어 CMP 연마 패드에서
세계 2 위이며 슬러리 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 33%로 세계 선두 업체다. 캐봇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일리노이 주 오로라에 본사를 두었으며 반도체 제조업체 및
파이프라인 회사에게 소모성 재료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고급
반도체 장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객이 더 작고 더 빠르고 복잡한 장치를 제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파이프라인 운영자에게도 재료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다. 전세계 약
2,000 명의 직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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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반도체

시가총액(달러)

46.78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5 조 5635 억
10.38 억 달러
119.44

Share㈜

2905.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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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CMP 슬러리, 광택패드 제품,
화학기계평면화(CMP) 소모품, 광전지(솔라셀),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생산 시 실리콘
웨이퍼를 에칭 및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고순도 공정 화학제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성능 재료 부문에는 유전 에너지 산업을 위한 파이프라인 성능 제품 및 서비스, 목재 처리
제품, 정밀 광학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 및 장비가 포함된다.
올해 당사는 2018 년 KMG Chemicals 를 16 억 달러 인수와 CMP 패드 사업의 성장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KMG 는 목재산업과, 파이프라인, 에너지 마켓 등에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KMG 의 전기 화학 물질은 반도체 산업에 화학물질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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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액 비중
제품구분

매출액 비중

슬러리

4 억 6005 만 달러 (44.3%)

전기 화학 물질

2 억 7841 만 달러 (26.8%)

파이프라인

1 억 4055 만 달러 (13.5%)

화학기계 평면화(cmp)

9458 만 달러 (9.1%)

정밀 광학 및 기타

3219 만 달러 (3.1%)

목재처리

3190 만 달러 (3.1%)

전기화학 물질 - 반도체 제조 단계 사이에서 회로로 덮인 웨이퍼를 청소하는데 사용되는 고순도 화학 물질과 혼합물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별 매출액 비중
지역 구분

매출액 비중

북미

3 억 7225 만 달러 (35.9%)

아시아

2 억 5409 만 달러 (24.5%)

유럽, 중동, 아프리카

1 억 4931 만 달러 (14.4%)

한국

1 억 3584 만 달러 (13.1%)

대만

1 억 2589 만 달러 (12.1%)

회사의 시설들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위치해 있다. 고객으로는 인텔, 삼성 및 TSMC 와 같은 회사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나노신소재가 캐봇에게 cmp 에 관한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의 사업에 장기적인 성공에 있어 고객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사는 고객과 협력하여 개선된
CMP 솔루션을 전달하고 우리의 제품을 제조 과정에 통합시킨다. 당사는 누구보다 높은 CMP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망
회사는 글로벌 선도 CMP 슬러리, 전기 화학물 공급자이다. CMP 소모 제품의 수요는 대부분 IC device 생산에 사용되어진다. 당사는
미래에 CMP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사물 인터넷, 자율 주행, 가상 현실 및 고성능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칩이 필요할 것이고 당사의 제품이 많이 쓰일 것이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최첨단 로직 칩에서 회로 라인을 7nm 로 축소 하고 곧 5nm 폭을 확보하고 하이 엔드 메모리 칩에 100 개 이상의
회로 층을 쌓을 때 Cabot Microelectronics 의 CMP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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