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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 Research (나스닥, ACMR)
(반도체 웨이퍼 세정 및 습식 처리 장비)
기업개요
ACM Research, Inc. (ACMR) 및 그 자회사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고급 웨이퍼 세정 및
습식 처리 장비를 제공한다. 단일 웨이퍼 습식 세정 장비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고급
통합 칩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다. ROE 25 에 영업이익율과 순이익 비율 각
17%가량 유지하고 있다. 제 3 자 리포트와 고객으로부터 정보에 근거하여 우리의
장비는 세계 웨이퍼 세정 장비(wafer cleaning equipment)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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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지난 25 년 동안 웨이퍼 습식 세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효율적으로 유지되었다. 동급
최강의 반도체 웨이퍼 장비를 높은 세정율을 제공하며 기존 웨이퍼보다 고급 팹에서
수율 및 효율성 향상을 시킨다. 당사의 습식 세정 장비는 독자적인 SAPS, TEBO 및
Tahoe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웨이퍼 또는
그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고 웨이퍼 표면에서 임의의 결함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tool 을 생산하고 있다. 22nm 이하의 고급 프로세스 노드에 (칩의 최소 라인
너비) 우리의 모듈형 구성과 챔버의 기존 설계를 사용하여 고객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습식 세정 도구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140 개가 넘는 국제 특허를 보유한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ACM 은 고객에게 최첨단 기술, 세계적 수준의
제품 및 탁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나노 공정에서
Lithography 와 Clean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 Clean 장비에선 ACMR 이 시장에
선두주자에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강력한 입지와 중국 고객과의 근접성은 주요 경쟁
우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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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장비 제품 종류
SAPS – SAP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습식 웨이퍼 세정 장비의 두 가지 주요 모델 인 Ultra C SAPS II 및 Ultra C 를 제공한다. 전체
웨이퍼의 모든 지점에 메가 소닉 에너지를 균일하게 제공하며 웨이퍼 표면을 세정하고 상호적으로 연결한다. 차별화된 메가 소닉
기술로 매우 효과적이고 평탄하고 패턴화된 웨이퍼 표면(SAPS)을 위한 웨이퍼 습식 세정장비이며 2D 및 고급 3D 패턴 웨이퍼를
위한 손상률이 거의 없는 세정장비다. 판매가격은 200 ~ 500 만 달러다.
TEBO – 미세한 2D 및 3D 웨이퍼를 제조하는 동안 습식 웨이퍼 세정에 적용할 수 있는 TEBO 기술을 개발했다. 패턴화 기능이 너무
작거나 깨지기 쉬운 경우에도 효과적인 세척을 용이하게 한다. TEBO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Ultra C TEBO II 및 Ultra C TEBO V 의
두 가지 습식 웨이퍼 세정 장비 모델을 제공합니다. TEBO tool 의 판매가격은 350 ~ 650 만 달러다.
TAHOE – Ultra-C Tahoe 웨이퍼 세정 장비는 타 장비 대비 훨씬 적은 황산 및 수소를 사용하여 높은 세정 성능을 제공한다. UltraC 는 산 소비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 강화에 직면하여 친환경적인 성능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판매가격은 50 ~ 200 만 달러다.
매출액
ACMR 에 19 년 총 매출은 1 억 750 만 달러(+YOY 44%) 한화 1325 억원 가치였으며 그 중 단일 웨이퍼 습식 세정 장비 매출은
2019 년에 총 9090 만 달러(총 수익의 84.6%)다. 2018 년 6850 만 달러(총 매출의 92 %) 대비 약 50% 증가하였다.
2019 년에는 매출의 73.8%(18 년 87.6%)가 주요 3 곳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했다.
1)

상하이 화리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주) 및 화홍 그룹 (26.5%)

2)

SK 하이닉스 (19.8%)

3)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 (27.5%)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2019 년 매출의 11.1%이며, 연구 개발 비용은 2019 년 매출의 12.0%를 차지한다.
CEO 2020 년 말
ACM Research 의 데이비드 왕(David Wang) CEO 는 "황산 폐기물 처리는 첨단 IC 제조의 주요 도전과제이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는
사용되는 황산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공장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치 세정만으로는 28nm 이후의 노드에서 필요한 공정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 싱글 웨이퍼 세정으로의 전환은 공정 성능은 향상시켰지만, 황산 소비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제는
기업이 환경에 유해하고 위험한 황산 폐기물들을 처리할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루 2,000 장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Tahoe
시스템은 200L 이하로 황산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싱글 웨이퍼 세정에 비해 하루 1,600L 이상의 황산 폐기물을 절약하는
것이다. ACM 의 CEO 인 데이비드 왕 (David Wang)은 우리는 2020 년에 또 다른 해처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Ultra C Tahoe, TEBO, ECP AP 및 ECP MAP 제품의 점진적인 기여로 견실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망
ACM 은 2020 년 매출이 2019 년 대비 21 %에서 43 % 증가한 1 억 3 천만 달러에서 1 억 5 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이비드 CEO 는 말했다. 2020 년 전체 전망의 범위는 고객의 생산 램프 궤도, DRAM 시장의 복구 속도 및 타이밍에 대한 다양한 진출
시나리오에 따라 반영될 것이다.
2019 년 하반기에 당사는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접 영업팀을 확장하여 북미, 서유럽 및 동남아시아 고객들을
추가하려 노력하고 있다. 회사는 ACM Shanghai 에서 연구 개발, 서비스 지원 운영 및 제조 부분을 수행합니다. 상하이 장장 하이테크
파크에 위치해 있다. 기존 시설은 60,000 평방 피트로 구성되며 그 중 36,000 평방 피트가 제조에 할당되어 있다. 2018 년 9 월 상하이
기존 시설에서 10 마일 떨어진 곳에 50,000 평방 피트 시설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1 층이 사용 중에 있고 추가 확장을 위한
2 층을 가지고 있다.
ACM Research (Shanghai) 상하이 자유 무역 지구의 일부인 Lin-gang 에서 리서치 광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6 년 동안 24 억
CNY 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ACMR 상하이는 전년 대비 매출이 40% 증가한 7 억 위안(1213 억원)이며 19 년 6 월에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ACM Research 은 3 년안에 주요 운영 자회사인 ACM Research (Shanghai), Inc.의 상하이의 새로운
테크 보드 스타 마켓에서 주식을 상장할 계획이다. Lin-gang 지역에서 칩 장치 데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회사의 상하이 합작 투자
회장 인 Wang Wei 는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에 건설을 시작하고 2023 년에 시험 생산을 시작하고 매년 2026 년까지 130 개
제품 생산을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 폐기물에 대한 정부 규제와 환경 위험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인식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성능의
희생 없이 화학 물질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세정 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황산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은 현재
최적의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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