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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
Entegris, Inc.(NASDAQ: ENTG)는 반도체 및 기타 하이테크 산업에서 

사용하는 수율 향상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기업입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가스, 용액과 fab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여과 제품

• 공정 용액을 배출, 제어, 분석 또는 

운송하는 약액 시스템

• 독성 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달하는 가스 전달 시스템

• 진보된 나노기술용 증착 및 세척용 

특수 화학 물질

• 전자폐기물에서 가치 있는 금속 

회수를 위한 공정

• 마모 방지, 부식 방지 및 평탄화를 

위해 고순도 표면을 제공하는 특수 

코팅

• 고성능 응용 분야를 위한 고급 

그래파이트와 실리콘 카바이드

• 디스크 드라이브 부품을 보호하고 

운반하기 위한 선적기와 트레이

• 반도체 웨이퍼를 오염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는 웨이퍼 

운반기와 선적기

기술혁신을 통한 업계 주도
—
Entegris는 50년 동안 복잡한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재료 과학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Entegris의 주요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과학: 중합체, 금속, 반도체, 그래파이트, 실리콘 카바이드, 세라믹 등 세계 

주요 기술 제품에 자주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 및 사용에 대해 연구합니다.

분리 과학: 유기와 무기 화합물의 복잡한 혼합물을 분리, 정화 및 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미세 분자 오염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 

이러한 분리 기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Entegris의 전 세계적인 제조와 기술 지원 능력으로 최적화된 역량은 

Entegris가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오염 관리와 수율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계 제휴 관계
—
Entegris는 여과 부분, 핵심 재료 처리와 고급 공정 재료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반도체 부문의 업계 리더 및 기타 

하이테크 업계와 제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제조업체와 고유한 연구 및 개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테크 업계의 전략적 제휴 관계와 하이테크 업계를 위한 사양, 

표준 및 규정을 만드는 ITRS(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 혹은 SEMI와 같은 주요 업계 그룹의 구성원이며, IMEC, 

G450C 및 SEMATECH를 포함한 업계 기술 협회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약
•   매사추세츠주 Billerica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중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및 프랑스에 제조, 서비스 센터, 연구 

시설 등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 2015 회계연도 기준 매출 11억 달러 기록

• 미국에서 643개, 기타 국가에서 1,320개의 특허 보유

•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명의 직원

• NASDAQ에서 ENTG라는 기호로 거래

연혁
1966 – Fluoroware, Inc.로서 설립

2000 – 나스닥에서 ENTG라는 기호로 거래 시작

2005 –   액체 여과 및 가스 정화 기술의 선도적인 제공업체인 Mykrolis 

Corporation과 합병

2006 – 말레이시아 Kulim에 제조 시설 확장

2007 – Surmet Corporation의 고순도 반도체 코팅 사업 인수

2008 –   High performance 그래파이트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분야의 업계 

선두인 Poco Graphite 인수

2009 –   한국 강원도에 위치한 유체 처리 부품 제조업체 PureLine 인수

2011 – 대만의 Hsinchu에 제조 시설 개설

2012 –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450 mm 웨이퍼와 EUV 생산을 위한 첨단 

기술 센터 설립 

     대만 양메이시에 위치한 HDPE 드럼 블로 몰딩 시설인 Entegris 

Precision Technology 인수

2013 –   정밀한 화학 감지기 및 분석기 제조업체인 Jetalon Solutions 인수

2014 – 고급 재질의 선도적인 제공업체인 ATMI, Inc. 인수

     Bedford, MA에 멤브레인 필터 및 특수 코팅을 위한 i2M Center, 

R&D 및 생산 시설 설립

2016 – Enteris의 창립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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