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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솔루션으로 만들어 가는 세상
ams 는 최첨단 센서 솔루션 설계/제조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전세계 선도
기업들에게 최첨단 시스템 설계 관련 ams 고유의 센싱 기술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ms 는 ‘Sensing is Life’를 주 모토로 삼아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환경 친화적인 디바이스 및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센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ms 의 센서 솔루션은
스마트폰,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스마트홈 및 빌딩, 산업 자동화, 의료 기술 및
스마트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첨단 세상을 이루고 있는 제품과 기술의 중심에
있습니다. ams 제품들은 소형 폼팩터, 저전력, 고감도 및 멀티센서 통합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컨슈머, 통신, 산업, 의료 및 자동차 시장에
필요한 광학 센서를 포함한 센서, 인터페이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ms 는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숫자로 보는 ams


35 년 이상의 설계 경험



전세계 9,000 명 이상 직원 근무



8,000 개 이상 고객사 보유



유럽, 아시아, 미국 지역에 디자인 센터 16 곳



전세계 12 여개 지사



25 개 이상 세일즈 채널 파트너 협력

경영이사회
Alexander Everke
CEO

Michael Wachsler
CFO

Dr. Thomas Stockmeier

사업


COO

고성능 센서 솔루션, 센서 IC, 인터페이스 및 관련
Mark Hamersma

소프트웨어


소형, 저전력, 고감도, 멀티센서 통합



선도 제조업체들을 위한 업계 최고 솔루션 제공



패키징 및 테스팅 옵션을 포함한 풀서비스 파운드리

주력 제품 분야

CBO

기업 의무



광학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사



이미징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회원사



오디오



분쟁 광물/위험 사용 물질 프로그램 실행

확장 가능한 제조시설
품질 인증



자체 웨이퍼 제조공장 (오스트리아)



자체 광학 패키징 공장 (싱가포르)



ISO/TS16949 인증

확장 및 유연성을 위한 제조 파트너십 구축



ISO13485 인증

인하우스 테스트 시설 (오스트리아+필리핀)



ISO 14001 인증



업계 최고 수준의 필드 불량률로 ‘결함 제로’ 실현 노력



핵심 시장에서 현지 자원들로 글로벌 품질 시스템



2018 회계연도 재무 정보


구축

그룹 매출: 14 억 2630 만 유로



(2017: 10 억 6380 만 유로)


순익:

고객 선정 우수 업체

9340 만 유로
(2017: 1 억 2750 만 유로)

문의

추가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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