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 OSRAM
소개
모회사인 상장사 ams AG와 OSRAM Licht AG를 포함하는ams OSRAM Group은 광학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우리는 빛에 지능을 더하고 혁신에 열정을 더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Sensing is Life입니다.
1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우리의 핵심 역량은 센서와 광원 기술에 대한 상상력,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글로벌 산업 역량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자동차, 의료 및 산업 분야의 고객들이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혁신을 창출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면서 건강, 안전, 편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혁신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26,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더욱 안전한 여행과 정확한 의료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 소통의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센싱, 조명과 시각화의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며, 15,000개가 넘는 특허의 등록과 출원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프렘슈테텐과 독일 뮌헨 두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ams 그룹은 2020년에 총 50억
달러를 훨씬 넘는 매출(추정치) 을 달성했습니다.
ams AG는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에(SIX:AMS;ISIN: AT0000A18XM4). OSRAM Licht AG는 독일 증권거래소
XETRA에 각각 상장된 회사입니다(OSR:Xetra;ISIN: DE000LED4000).
기타 자세한 내용은 ams-osram.com 을 참조하십시오.

Sensing is life

ams OSRAM
- > 110년 이상의 설계 및 제조 경험
- 직원 수 전세계 26,000명 이상
- 5,500명의 엔지니어
- > 20,000개의 고객사에 서비스 제공
- > 40개 지역에 주요 R&D 시설 운영
- 15,000개의 특허 등록 및 출원
재무 정보
- 2020년 총 매출*: > 55억 달러
- 2021년 2분기 매출: 14억 9천 달러
- 2021년 상반기 AIM**/소비자 부문 매출 비중: ~70/30%
시장
- 소비자 가전
- 자동차 제조
- 산업
- 의료 솔루션

기업의 책임
-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
-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회원
- 분쟁 광물 및 유해 물질 관리 프로그램 실시
품질 보장
- 품질 우선
- 전 과정 결함 제로 추구
- 주요 시장의 현지 직원을 활용한 글로벌 품질 시스템 관리
- 고객 선호도 1위
- 업계 최저수준의 현장 고장률로 결함 제로 추구
- IATF 16949:2016 인증
- ISO 9001 2015 인증
- ISO 14001 인증
- ISO 45001 인증(관련 시설)
- ISO 50001 인증(관련 시설)

* 참고: 역년 추정치
** 자동차, 산업, 의료

주력 분야
- 센싱
- 조명 광원
- 시각화 광원

경영진

Alexander Everke
최고 경영자(CEO)

Thomas Stockmeier
최고 기술 책임자(CTO)

Ingo Bank
최고 재무 책임자(CFO)

Mark Hamersma
최고 사업개발 책임자(C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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