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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보고서

top10

가족 기업인

헤레우스는 패밀리
비즈니스재단(Foundation for Family
Businesses) 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

혁신적 카본 파우더 포로카브를
통해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효율
을 20% 향상시켰습니다.

450,000
장의 종이 절약
헤레우스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으로
인해 2016년 한 해 동안 독일 지역 에서만
45만장의 종이가 절약 되었습니다.

헤레우스 촉매는 비료 및
질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산화 질소 배출을 95%
까지 줄입니다.

95%

75%

프린터 개수가 75% 감소 되었습니다.

약 200명의 직원
하나우(Hanau) 소재 뉴 헤레우스 혁신 센터
(Heraeus Innovation Center)에서는 약 200
명의 직원이 연구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

헤레우스 실버 페이스트를 사용
하는 태양 전지에 의해 햇빛의
20%가 전력으로 바뀌었습니다.
– 현재 세계 기록.

헤레우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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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헤레우스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존경 받는 기업문화의
성공적인 가족 기업입니다. 2016년, 패밀리비즈니스 재단
(Foundation for Family Businesses)은 헤레우스를 독일의
상위 10대 가족회사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글로벌사업부분(global business units; GBU)에서, 헤레
우스는 전문성과 혁신능력,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새로운 잠재시장을 개발하고 제품 및 솔루션을 통해 더
좋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장 역시 오랫동안 헤레우스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정형 외과, 혈관 수술, 신경학, 종양학 등에 사용되는 의료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통해 헤레우스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헤레우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 기술 분야에서 헤레우스는 광범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광전지 모듈에 사용되는 은
전도성 페이스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헤레우스 제품은 공기와 물을 깨끗이 하고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성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 혁신적 노력 및 고객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헤레우스의 이 지속가능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헤레우스 그룹이 이미 지속가능에 기여한 분야에 대한
개요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헤레우스의 글로벌 포지셔닝과
광범위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명확한 프레임 워크 속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규칙과
목표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지속가능성 로드맵(Sustainability Roadmap)은 다양한 지역 활동에서부터 그룹 전체의
행동에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 표준 또한 고려됩니다.
헤레우스는 이미 헤레우스의 지도 원칙(Heraeus Corporate Guiding Principles)에서 지속가능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는 헤레우스 그룹의

헤레우스의 기본 철학은 헤레우스 그룹이 가족 기업으로
존속하고 번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은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에 중점을
둡니다. 5세대 헤레우스 가족이 경영을 맡고 11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서, 헤레

가치와 원칙을 설명하며, 전 세계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
됩니다. 지속가능 보고서는 헤레우스의 활동을 체계적인
형태로 문서화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헤레우스가 설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보고서를 읽어 보실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우스는 항상 장기적인 계획과 원자재, 에너지, 인력 등의
관리를 필수 요소로 간주해 왔습니다.
헤레우스의 경제적 성공은 지속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얀 린너트(Jan Rinnert)

사업활동에 주로 의존합니다. 전자 제품이나 촉매처럼

헤레우스 홀딩 이사회 회장

귀금속의 산업적 처리와 재활용은 헤레우스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를 통해, 헤레우스는 귀금속 자원 보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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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대하여
이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헤레우스는 책임
있는 사업 관행에 관한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엽니다. 이
보고서는 직원, 협력업체, 이해 관계자 및 헤레우스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 및 보고 표준
헤레우스는 중요성과 이해 관계자의 주요 기대사항에
따라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업 전략 및 산업별 주제에
따라 가중치도 부여했습니다. 각 장에는 관련된 도전 과제

회사의 모든 분야와 전 세계 모든 헤레우스 사업지역(loca-

및 조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모든 중요한

tions)에서 지속가능성 원칙(Sustainability Principle)과

지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전략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 가능하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헤레우스 지속가능성 보고서
에서는 현황과 지역별로 수행된 성과들을 설명합니다.

이 보고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GRI 준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개발될 예정입니다.

포맷 및 연락처

보고 기간 및 범위

이 보고서는 웹 사이트에서 독일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이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CSR)는 2016년 1월 1일부터

헤레우스 지속가능성 보고서(Heraeus Sustainability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또한 2017년 4

Report)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

월 편집 마감일까지 위 기간 전후의 중요 사안에 대한

로 문의하십시오.

정보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국제 보고체계 전반의 지표는
이 보고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헤레우스는 일련의 후속
보고서에서 그것들을 모니터하고 비교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회사의 각 지역에 설립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범위는 9개의 글로벌사업부분(operational units; Global Business Units)을 가진 헤레우스
홀딩 유한회사(Heraeus Holding GmbH)와 40여 개국의
100개 이상의 사업지역(locations)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성 노력 사례도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데이터의 현재 가용성으로 인해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주의 해야 합니다. 헤레우스 홀딩
유한회사는 현재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 프로세스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헤레우스는 앞으로도 2년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차기 종합 보고서는 2019년에 출간 계획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헤레우스는
2018년 핵심 수치의 업데이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Bernhard Reckmann 베른하트 레크만
헤레우스 홀딩
책임 관리
bernhard.reckmann@herae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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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9

6,000+

임직원수

특허 및 특허 출원

€20억

귀금속 제외 20억
유로의 제품 매출

귀금속을 제외 지역별
제품 수익
아프리카/
호주 2%

아시아

43%

독일 12%
독일외 유럽

17%

아메리카

26%
Heraeus in 2016

HERAEUS PORTRAIT | 5

헤레우스 –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독일 하나우(Hanau)에 본사를 둔 기술 그룹 헤레우스

부품에서부터 통합된 자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Heraeus)는 185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헤레우스의 제품은 철강, 전자,

가족 기업입니다. 전문기술, 혁신, 탁월한 경영 및 리더십

화학, 자동차 및 통신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에 중점을 둔 헤레우스는 사업 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2016 회계 연도에 헤레우스는 귀금속을 제외 하고도 20억
유로의 매출과 215억 유로의 총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헤레우스는 고객을 위한 고품질의 솔루션을 만들고

전세계 40개국 100개 자회사에서 약 12,400명의 직원이

재료와 전문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고객의 경쟁력을

일하고 있는 헤레우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장기적으로 강화시킵니다. 헤레우스의 아이디어는 환경,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헤레우스는 패밀리비즈니스

에너지, 건강, 이동성 및 산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재단으로부터 독일의 상위 10대 가족회사 중 하나로 선정

주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당사의 포트폴리오에는

되었습니다.

책임감 – 헤레우스의 근본철학
헤레우스 그룹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사업 발전과 가족

지속가능한 행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 헤레우스의 직원들은

소유 회사로서의 독립성은 헤레우스의 모든 기업가적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헤레우스 직원

결정의 핵심 요인입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헤레우스의

들은 회사 성공에 크게 기여합니다.

노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이 보고서에 정의된 영역
제품 및 솔루션

환경 및 산업 안전

조달 및 공급망

직원 및 기업 문화

지역사업장 및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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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우스의 가치 창출
여기에서의 예시는 헤레우스의 가치 창출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로는 헤레우스가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에서부터 고객이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까지
이릅니다. 재료와 전문기술을 결합하여 헤레우스는 장기적으로 고객의 시장입지를 강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원자재의 자세한 정보 및 당사의 제품, 적용분야, 연락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www.herae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은

백금

구리

팔라듐

로듐

류테늄

이리듐

산화 규소

탄소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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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술 및 제약 제품
항생제 본 시멘트(Bone Cement)
서멧(CerMet) 임플란트
의약품 재료
의료용 부품

건강
인조장기 감염예방
수명 연장용 임플란트
암 환자 치료에 기여
최소 침습 수술

촉매

정보 통신

촉매 변환기
촉매 가제
화학 촉매

터치 스크린의 추가 개발
초고속 메시지 전송
마이크로 칩의 향상된 성능

환경
특수 광원
가스, 액체 및 고체 측정용 분석 램프
적외선에서 자외선까지의 특수 램프

대기 및 수질 정화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토양 품질 측정
자원 보존 (재활용)
해운 업계의 선박평형수 세척

모빌리티

센서

이동성의 전기화에 기여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용 장비
배출 제어

철강 산업용 센서
온도 센서

전력 전자
금속 세라믹 기판
조립 및 접합 기술용 재료
본딩 와이어

일렉트로닉스
산업과 사회전반의
효율적인 전력화에 기여
가전 제품의 효율성
향상 및 소형화

PEM (고분자 전해질 막)

산업 응용

촉매 코팅 막(CCM)

정확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프로세스 단순화
에너지 절약

전도성 물질
실리콘 태양전지용 실버 페이스트
석영 유리로 만들어진 광섬유
디스플레이 및 콘덴서용 전도성 고분자
리튬 배터리용 포로카르브
본딩 와이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정확한 방법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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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리트케 (Christine Leidtke)는 책임
오피스 (Responsibility Office)의 프로젝트 어시
스턴트입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 및
산업 보건 안전,
지속가능성,
부패 방지 등 일상
업무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책임 관리

헤레우스에서의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공을 위해 헤레우스는 재정적, 천연 자원,

성장을 추구합니다. 헤레우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헤레우스의 사회적 환경은 물론 협력업체 및 직원들과도

입지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감 있게 대응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품을 개발합니다. 헤레우스는 사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기준은 국내 및 국제 수준의 법률 준수와 가치 창출 사슬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방향으로 시장에 접근합니다. 동시에

(chain) 전반에 걸친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 경제적 요구 및

헤레우스는 직원 및 주변 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헤레우스에서는 이러한

2016년 보고 기간 동안, 헤레우스는 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의무들을 진지하게 수용하였고 일상 행동을 결정하는 책임

지속가능성 원칙 (Sustainability Principles)에 대한 접근 방식을

에 대한 가치를 회사의 지도 원칙(Corporate Guiding

확정했 습니다. 이 원칙은 커뮤니케이션, 구매, 회계감사/ 법무,

Principles)에 체계화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이

환경관리, 산업안전 및 인사 담당 고위 관리자에 의한 통합

목표는 전 세계 헤레우스 사업지역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각 관리자는 자신의 영역 에서
필요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속가능성 로 드맵과 각

우수성, 리더십 및 혁신 역량을 통해, 헤레우스는 장기적인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 입니다.

RESPONSIBILITY MANAGEMENT | 9

회사 내 지속가능성 및 책임감 함양

글로벌사업부분(operational level)에서, 관리 시스템들은

헤레우스는 지속가능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조직 구조에
편입 시켰습니다. 헤레우스에서는 주로 글로벌사업부분(op-

사업 목표(operational objectives)를 정의하고 필요 조치
들을 선택하며 결과 리뷰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합니다.

erational units)들에 의해 이것이 주관되며, 환경, 보건 안전,

헤레우스 책임 관리(Responsibility Management) 사무소

인사, 구매와 조달, 현장 운영 등에 관한 관리 기구(govern-

는 회사 전체 및 모든 부서에서 지속가능성과 책임을 분명히

ance bodies)와 그룹 기능(Group functions)에 의해 지원

하기 위해 업무 조정, 지원 및 표준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책임

됩니다.

관리 사무소는 통합 접근법을 통해 기존의 관리 시스템에
다양한 작업을 할당합니다.

단면적 과제로서의 책임 관리
헤레우스에서는 그룹 지속가능성 위원회(Group Sustaina-

엄격한 규정 준수

bility Board)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 결정과 목표를 결정하여

규정준수 관리(Compliance Management)는 주로 법적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시킵니다. 그룹 지속가능성

의무를 준수하고 자발적 지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

위원회 외에도 헤레우스의 기타 관리 기구들은 다양한 이해

집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직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일상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및 구조를 확립할 수 있

업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도록 노력합니다. 최고 수준의 그룹 책임 위원회 (Group

도입된 윤리강령(the Code of Conduct)은 전 세계 헤레우스

Responsibility Committee)는 헤레우스 홀딩 유한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의 기본 틀이며 회사의 장기적 성공 보장에

경영진 대표가 참여하며, 재무 및 인사에 관한 구체적 결정이

기여합니다. 윤리강령에는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속력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있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급업체 선정을

2016년 7월 1일, 회사는 법률 및 책임에 따라 책임 사무소(Responsibility Office)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

포함하는 7가지 규정준수 지침(Compliance Guidelines)에
명시되어 있으며 뇌물 수수, 돈 세탁, 카르텔 위반 등을
금지합니다.

적인 프로세스 및 구조의 운영기반 확충 및 확장을 지원
합니다. 책임 사무소는 글로벌사업부분(operational units)
과 그룹 기능(Group functions)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헤레우스 책임 관리의 기능
책임 사무소

공급망

외국 무역

환경 보호 및 산업 보건 안전

그룹 전반 표준

기밀 보호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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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우스는 규정준수 지침(Compliance Guidelines) 위반

고객의 만족은 헤레우스의 경쟁력과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모든 직원은 헤레우스 준법

경제적 성공을 결정합니다.

감시인(Heraeus Compliance Officer)에게 우려를 표명

이 대화는 여러 분야의 산업 회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할 수 있으며, 헤레우스 준법 감시인은 모든 의견을 수용
합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옴부즈맨에게 준수 위반 가능성을
보고하기 위한 외부 고발자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연례 규정준수 보고(Compliance Reporting)에서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됩니다. 심각한 위반 사항은 헤레우스
준법 감시인 및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됩니다.
추가로, 헤레우스는 직원들에게 회사 내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헤레우스
준법 감시인, 준법 감시인, 실무진 및 해외 자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교육 개념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관련 직원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숙지
하고 헤레우스 준수 시스템(Heraeus Compliance System)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부 사업부분이 매각 이나 합병 되어도 규정 준수가 확고
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잠재적인 준수 리스크에 대한 질문의
세부사항이 주의의무를 위한 요구사항 카탈로그에 삽입
되었습니다. 규정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모든 헤레우스
회사들은 매년 규정준수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헤레우스 준법 감시인과 기업 감사(Corporate Auditing)에
협력해서 준법 감사(Compliance Audits)를 실시합니다.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토론은 전통적 의미의
고객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별 솔루션도 포함하며,
이를 위해 헤레우스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고객들을 참여
시킵니다. 추가로 헤레우스는 필요에 따라 최종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헤레우스 메디칼(Heraeus Medical)은 "관절 치환술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비롯하여 환자 서비스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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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회의
고객 만족도
조사

직원들은 헤레우스의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입니다.
헤레우스는 신뢰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유지하고,
정책 변경이나 투자 같은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

파트너십 및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합니다. 의사 소통 채널로는 정기 직원 회의, 연례 개발 평가,

회사의 주요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는 주요 이해

이벤트를 들 수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독자의견이

관계자들과 지속적이고 협조적인 소통을 유지합니다. 주요
대상은 헤레우스의 고객, 직원 및 주주, 공급처, 과학계 전문가,

인트라넷, 월례 현장 감독과의 아침 식사(독일) 등 로컬
수록된 직원 잡지를 2개월마다 발행합니다.

협회, 이익 단체 등입니다. 또한 헤레우스는 대중 매체와 현장

주주 및 금융 파트너와의

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대중과 정책 입안자가

대화는 회사 발전을 주제로 합니다.

헤레우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헤레우스 주주에는 창업 가계의 후손과 특정 관리이사뿐만

이러한 분석과 직접 토론의 결과는 헤레우스가 기업 전략과
책임 경영(Responsibility Management)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헤레우스는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니라 창업 가족의 자손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기주주 총회, 주주 위원회 및 주주
통신을 통해 헤레우스의 발전 상황을 알려줍니다. 가족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행사도 개최합니다. 헤레우스는

헤레우스의 목표는 헤레우스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주로 연례 보고서, 연례 회의 및 다양한 개별 토론을 통해 금융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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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우스는 공급업체와 더불어 품질에 관한

앞으로 헤레우스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공동 약속을 합니다.

회사의 존재를 위협하는 리스크에만 급급하지 않을

그 결과, 헤레우스는 공급업체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은 헤레우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며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헤레우스는 화학 안전 분야의 요구사항을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 입니다.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를 위해
헤레우스는 특히 귀금속이 관련된 곳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합니다.
헤레우스는 협회를 통해 활동하며 이익 집단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협회 및 이익 집단과의 관계에서, 헤레우스는 전문성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교환하며 개별 산업의 개발 환경에

또한, 확립된 보고 기준에 따라, 헤레우스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사업활동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헤레우스는 이해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 입니다.

유익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헤레우스는 과학계,
협회, 사회적 이해 관계자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유지합니다.
귀금속과 관련된 헤레우스 사업 분야의 경우는 비정부 기구
(NGO)가 특히 핵심 원자재 출처에 관심을 가진 비판적
대중을 대변합니다. 헤레우스는 그들의 조언과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그들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헤레우스는 언론의 질의에 응답합니다.
대중은 헤레우스의 발전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탁 회의, 인터뷰, 정기 회의, 정기적 언론 보도를 통해,
헤레우스는 언론인 및 언론 매체와 적극적 대화를 유지하며
모든 문의에 대답합니다.

핵심 지속가능성에 주력
헤레우스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헤레우스의 영향력 및
책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레우스가 수년간
관심을 가져온 활동 분야입니다. 리스크 평가를 위해,
헤레우스는 합법적인 운영 또는 재정 리스크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 관리, 모니터 함으로써
회사의 장기 생존을 보장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설적 조치들의 정의 및 구현입니다. 리스크 관리, 연례
감사, 내부 감사, 준법 관리 결과도 포함됩니다.

지속가능성 로드맵
지속가능 분야의 성과를 꾸준히 개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헤레우스는 그룹 차원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로드맵을 통해, 헤레우스는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실무진들과 협력하여 2017년 말까지 목표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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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로드맵
전략적 목표

이행 / 계획 상태

책임 관리
헤레우스는 책임 관리와 그에 대한 통합 조정 효과를
속적으로 강화시킵니다.

표준화된 시스템 및 방법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정책을 통한 지속적 관리.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전략적 목표 운영.

헤레우스는 헤레우스 그룹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훈련 세션, 워크샵, 타깃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확대 및 정기적 수행

헤레우스는 비즈니스 활동의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리스크
분석의 확대

헤레우스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피드백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소통 유지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이해 관계자 설문 조사의
체계화

제품 및 솔루션
헤레우스는 제품의 안전, 품질, 서비스 수명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고 수준의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룹 차원의 품질 관리 확대

헤레우스는 고객과 사회를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제품을 개선합니다.

헤레우스는 효율성 데이터 및 개선 잠재력을 모니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헤레우스는 혁신적인 역량에 투자하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집중합니다.

지표를 고려한 체계적 혁신 관리

정기적 고객 만족도 조사

통합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센터 개설

조달 및 공급망
헤레우스는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서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점검을 실시합니다.

모든 귀금속 공급업체의 규정준수 확인; 광산의 현장 검사,
제련까지 재료의 움직임을 추적

헤레우스는 공정한 근로 조건, 산업 보건 및 안전, 생태적
지속가능성, 기업윤리 등과 관련해 공급업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요구사항은 구매 조건에 통합됩니다.

헤레우스는 전 세계 공급망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국제 표준 및 출처를 고려한 체계적 리스크
분석의 확대

공급업체 선택 및 검사에 대한 그룹 전반의 지침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윤리 강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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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목표

이행 / 계획 상태

환경 및 산업 안전
헤레우스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SO 14001에 기반한 프로세스의 국제 표준화
실무자들이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 및 평가를 위한
지표를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뿐 아니라
모범적인 팀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OHSAS 18001에 기반한 프로세스의 국제표준화

헤레우스는 직원 및 주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실무자들이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 및 평가를 위한
지표를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뿐 아니라
모범적인 팀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직원 및 기업 문화
헤레우스는 직원의 우수성, 책임 및 참여를 장려하는
리더십 문화를 수립합니다.

리더십 모델, 교육 세션, 계승 계획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헤레우스는 직원의 전문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합니다.

독일 내 이중 학습 프로그램
학습 옵션 확장 검토

헤레우스는 일과 생활의 균형 유지를 장려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맞는 옵션

헤레우스는 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예방 진료, 상담 및 건강 증진 옵션

아동 및 다른 피부양자 돌보기에 관한 정보

사업지역 및 재단
헤레우스는 각 사업 지역의 훌륭한 지역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합니다.

헤레우스는 직원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납세자 및 사회에 헌신하는 고용주로서 지역 가치
창출에 기여
고용 계약서상의 지원 조항
지역의 공동 활동
회사 관련 재단에 참여

클라우스-칼 슈미트(Klaus-Karl Schmidt)는 헤레우스의
거즈(gauze) 부문 생산 관리자입니다. 뒤에 보이는 사람은
그의 동료 마쿠스 마이어(Markus Meier)로 백금 거즈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배달되기 전 먼지 및 생산
잔여물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비료 제조
공정에서 온실 가스가
배출됩니다.
헤레우스는 이러한
가스를 95%까지
감소시키는 특수
촉매를 공급합니다. "

제품 및 솔루션

당사 핵심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헤레우스의 지속가능성 지도 원칙(Sustainability Guiding

헤레우스는 고객을 위한 고품질의 솔루션을 창조하여 가치

Principles)에서, 헤레우스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솔루션을 핵심

창출에 기여하고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헤레우스 영역 중 하나로 정의하고 강력한 고객 지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헤레우스는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통해 전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최고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헤레우스는 환경, 건강 관리, 전자, 통신, 이동성,
산업 응용 및 에너지 영역의 비즈니스에 중점을 둡니다.

핵심 사업과 관련, 헤레우스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솔루션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유지 확대하는 데 집중합니다.
헤레우스는 높은 수준의 제품에 대한 책임과 고객에 대한
만족을 약속하며, 기술 완성도와 혁신적인 잠재력 및 긴 제품
수명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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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고객 만족 우선주의
헤레우스는 제품 품질과 고객 만족을 위해 품질 관리 표준
및 절차를 따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헤레우스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 표준
9001의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했습니다.

운송 및 산업 부문의 배기가스 발생 및 배출은 대기 오염 및
지구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헤레우스는 비료
생산 시 강력한 온실 가스인 아산화 질소의 배출을 95%
까지 저감할 수 있는 촉매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낮은 투자
비용으로 맞춤형 풀 서비스 개조를 통해 전 세계의 기존
시설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 온실가스 완화 방법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그룹 품질관리 위원회는 품질관리 주제에

헤레우스 제품은 또한 자동차 업계의 핵심 기술인 센서에서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절차조사 및 추가 개발은 이러한

볼 수 있듯 운송 관련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프레임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회사 내 표준품질

줄이고 차량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수백만 개의

관련 IT 솔루션 및 인터페이스, 중심 기능 등에 대한 정의도

백금 센서를 공급합니다.

포함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에너지 생산의 완전한 탈 탄소화 없이 섭씨

사회 봉사의 기술적 부가가치

1.5도에서 2도 사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당사의 오래된 제품들은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서 효율성을

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

높입니다. 헤레우스는 고도의 생활 수준 달성은 물론 기후 보호

향상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성공 요소입니다.

및 자원 보존에 기여하는 첨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헤레우스의 은 기반(silver-based) 전기 도금 페이스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헤레우스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

탁월한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는 현재의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
헤레우스는 깨끗한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광범위

18% 보다 높은 햇빛의 22%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귀금속 전문가로서, 당사

헤레우스는 또한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는 귀중한 재료의 재활용에 대한 폭 넓은 전문지식을 보유

중이며 전도성 고분자의 사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유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중한 재료는 에너지

태양전지는 비교적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프린팅 과정

집약적이고 환경적으로 해로운 공정을 통해 획득되어야

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기기의 전기공급 및

합니다. 또 다른 예는 공기 및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의류나 롤업(roll up)되는 태양

헤레우스의 특수 광원(specialty lighting sources)을

전지판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입할 전망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장 작업의 해로운
휘발성 유기탄소 (VOC) 배출은 산화를 통해 광 화학적
배기가스 정화 공정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

태양빛의

22%

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UV 방사선으로 물을 처리하고 소독하는 것은

를 에너지로 변환

환경에 유해한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수 자외선 램프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생충과 같은 미생물을 파괴하면서 유해한 화학 물질의
양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은 화물선의 평형수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며 해양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의 사무실, 병원 및 공항에서 특히 많이 발생
하는 공기 중의 박테리아와 미생물도 자외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지역의 조건과 가능성에 맞게 재생가능
에너지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 접근
법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분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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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하이테크 솔루션

산업 공정의 효율적 솔루션

헤레우스는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솔루션도

디지털화와 네트워킹은 현대 사회의 메가 트렌드 중 하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형외과용 본

입니다. 본딩 및 코팅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시멘트(bone cement)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헤레우스는 산업 고객이 전자 부품을 더 작고, 더 오래

헤레우스는 또한 심혈관 의료 기기용 부품에서 최소 침습

사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료 기술 제품을 보유하고

이는 현재 급증하는 운전자 지원시스템과 계속되는 차량의

있으며, 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백금 기반(platinum

전자화에 따른 전자 부품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

based) 화학 물질을 제공합니다.

산업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헤레우스의 바이오 소재는 정형외과 및 외상 수술에

일렉트로모빌리티(Electromobility) 또한 회사의 성장 영역

사용되어 임플란트의 부착성을 개선하고 이후의 감염을

중 하나입니다. 연료 전지 (Fuel Cell) 분야 에서, 헤레우스는

예방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관절

자동차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동차 연료

임플란트를 대체 할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대퇴 경부

전지에의 사용을 위해 최적화된 촉매로 고분자 전해질 막을

골절을 치료할 때 헤레우스의 항생제 함유 골 시멘트

개발하고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부품의 수명과 성능을

사용에 관한 한 연구에서 동반이환(comorbid)상태 노인

향상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혁신적인 기술

병 환자의 경우 감염이 66% 감소됨을 확인했습니다.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헤레우스 배터리 (He-

헤레우스는 자연 관절 기능을 유지하고 근골격계에

raeus Battery)는 리튬 이온 배터리, 납 배터리 및 축전기의

외상성 부상을 치료하는 합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기능성 탄소 첨가제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소형화 분야에서, 헤레우스의
서멧(CerMet) 기술이 적용된 쌍방향 마이
크로임플란트 시스템은 심장,
뇌, 눈 또는 귀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66% 감염
대퇴 경부
골절 치료시

열어줍니다.
이 기술은 세라믹
및 금속으로 만들어진
재료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서멧 기술은 신체 내 임플란트의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사용되는 전자 장치의 높은 수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의 특허

(quartz glass) 생산 기술의 선두주자
이며, 이는 통신 산업에서 광섬유
케이블의 시재료로 사용됩니다. 사용
자 행동의 변화 및 고해상도 비디오 를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장차
5G 이동통신 표준이 도입됨에 따라,
광섬유에 대한 수요는 지난 수년간
증가해 왔습니다.

혁신적인 생체 적합성

6,000

감소

헤레우스는 또한 고순도 석영 유리

고온 공정뿐 아니라 산업 귀금속 가공의 전문성을 바탕
으로, 헤레우스는 금속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용강, 철, 알루미늄 등의 측정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고성능 센서에서부터 완벽한

예를 들어, 이것은 시력이나 청력

측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

을 향상시키거나 파킨슨 병의

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신경 및
뇌 자극에 상호작용하는 마이크로
임플란트로서 최소 침습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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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을 통한 혁신 촉진
헤레우스의 건강하고 유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은
트렌드 파악,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구상 및 제품 포트

헤레우스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별 글로벌사업부분(Global Business Units)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80%는 자체 R&D

폴리오의 추가 개발입니다. 이에 헤레우스는 고객과 협력

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헤레우스는 그룹 차원의

하여 신기술에 대한 통합 연구뿐 아니라 혁신 관리에 대한

혁신 역량을 한데 묶습니다. 일례로, 독일 하나우(Hanau)에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위치한 본사에 혁신 및 커뮤니
케이션 센터(Innovation and

헤레우스의 성공은 헤레우스의 개방적이고 학구적인 조직
그리고 다른 회사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에 의존하는
특별한 혁신 문화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 요소는 헤레
우스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가적 사고 및
행동 역량입니다.

Communication Center) 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헤레우스는 스타트업(startup)
구조를 사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헤레우스

30

전 세계 30개의

개발 센터

어워드(Heraeus Awards)를 통해 탁월한 성과에 대해
보상합니다.

혁신을 위한 헤레우스의 노력은 주로 환경 및 기후,
디지털화, 인구변화 등 시대의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깨끗한 공기, 에너지 효율, 자원 보존 및 건강 유지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찾는 것입니다. 헤레우스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디지털화는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 새로운 비즈니스 컨셉이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신 사업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헤레우스 연료 전지 (Herae-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지적 재산권의

us Fuel Cells) 사업부는 현재 자체 실험실 및 시험 센터

보호와 글로벌 특허 전략은 필수적인 것 입니다.

에서 혁신적인 부품을 다루는 24명의 연료 전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레우스의 주된 관심은 최적의 백금

헤레우스는 연구 개발 활동을 그룹

부하 및 향상된 성능을 갖춘 새로운 소재 및 솔루션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통합개발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고객의 낮은 처리 비용

팀이 작업하는 다양한 연구주제들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cluster initiatives)을 조절합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그룹 전체에 획일
적이고 구속력 있는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중요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그룹 혁신
위원회 (Group Innovation Board)

1억 5천만 유로
연구개발비용 지출

는 혁신 전략 및 글로벌사업부분
(Global Business Units)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신사업인 헤레우스 배터리 (Heraeus Battery) 사업부는
앞으로 전체 배터리 업계의 변혁을 가져올 보다 깨끗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은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연장하는데 필요한 비용 절감과 보다 큰 저장 용량,
배터리 성능 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헤레우스 어워드는 개발자들의
톱 클래스 업적을 존중합니다
당사는 2003년부터 헤레우스 혁신상(Heraeus Innovation

혁신을 위한 헤레우스의 컨셉

Awards)을 통해 매년 가장 유능한 연구자들을 인정해
왔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의학, 통신, 이동성, 재생 에너지 등

헤레우스는 투자 및 특허뿐 아니라 직원들의 참여를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이끈 본사 및 협력업체들로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 성공을 평가합니다

부터 수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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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단은 특히 최종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탁월한 기술적 전문
지식의 조합을 찾습니다.
2016년 헤레우스 어워드 심사위원단은 혁신 부문에서 두
개의 본상을 수여했습니다. 최우수 혁신상은 새로운 의료
제품 개발에 대한 공로로 헤레우스 의학부품(Heraeus
Medical Components) 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카테터(catheter)용 새 가이드 와이어(guidewire)는 최소침습
수술(minimally invasive procedures)에 사용되어 외과
의사가 보다 쉽게 치료 기구를 몸 안의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고의 협력(Best Cooperation) 부문
에서는 헤레우스 전자(Heraeus

Electronics)

팀이

실리콘 및 실리콘 카바이드

70

전력 반도체(silicon carbide
power semiconductors)를
위한 새로운 조립 및 결합
기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전력 전자 모듈에 사용

2016년 헤레우스
상을 위한 70건
이상의 공모

됩니다.

귀금속
무역, 재활용
산업 공정

전망
헤레우스는 혁신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헤레우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투자할 뿐
아니라 연구 개발을 계속해 추진할 것입니다. 헤레우스는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특히
의학, 환경 기술 및 이동성 분야에서 더 나은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헤레우스는
매력적인 성장 전망을 보여주는 분야에만 투자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제품 및 솔루션은 이러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기업 지향 원칙에 이
미래지향적 접근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석영 유리
정보 통신 및
반도체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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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우스의 성공적인 제품들
헤레우스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고품질의
기술 제품을 생산합니다.
본 시멘트

(Bone Cement)

관절 보철물 고정용

포로카브

배터리 성능 향상용

전력 전자

최고의
신뢰성을 요하는
애플리케이션용

3D 프린팅
금속 첨가제
제조용

고온 센서

배기가스 처리용

실버 페이스트

태양전지 효율 세계기록

서멧

의료 임플란트
소형화용

“헤레우스는
운리 강령 준수 감사를
받은 전용 광산에서
채굴된 귀금속재를
사용합니다.”

귀금속 보안책임자인 쥐르겐 뮐러-쉐이퍼(J rgen M ller-Sch fer) 박사는 필리핀의 광산에서
감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직원들과
대화하며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확인합니다.

조달 및 공급망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조달 및 교역
당사의 공급업체는 헤레우스의 품질 보증 및 제품 성공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헤레우스 포트폴리오의 핵심 기둥

위한 중요한 보증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헤레우스는

중 하나는 특히 백금류 귀금속의 가공 및 재활용입니다.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들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헤레우스의 경영 방식은

지속가능 경영 전략에 공급 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

귀금속 조달 및 무역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시킵니다. 헤레우스가 가공하는 원재료가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헤레우스 행동 규범에서, 헤레우스는 공급업체의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조건 준수를 요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기술 회사로서, 헤레우스는 원자재와 생산 자재, 투자

헤레우스의 일반 구매 조건은 모든 공급업체가 법적

상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서 얻습니다. 이들은

구속력을 가진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반제품으로서의 금속, 세라믹, 촉매 지지체화학

헤레우스는 공급업체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고

물질, 기계, 장비, IT 및 시설 관리, 유지 보수, 물류와

없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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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급망 정책은 협력업체가 귀금속 거래 및 재활용

보여줍니다. 공급업체는 인권을 존중하고, 헤레우스 그룹

분야에서 기업윤리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 활동하는 개별 국가에서의 돈 세탁, 부패, 형사 처벌 등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당사의 전사적 지속가능

법적 요건 뿐만 아니라 작업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출처(Sustainable Sourcing) 지침은 공급업체 선정 및

적용가능한 표준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준수 검사의

정기 평가 절차의 내용을 정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 통과는 귀금속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기

헤레우스는 완벽한 투명성을 통해 귀금속의 윤리적 출처를

위한 당사의 공식 요구사항입니다.

보증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규정준수 검사를 위해 선택된 기준

헤레우스의 구매조건 각서 중 발췌

협력업체 평가

공급업체는 모든 법적 규정 및 규칙, 특히 공정경쟁을

본사 위치 및 회사 유형 검토

위한 모든 관련 법률, 수출입관련 금지조항, 관세와
세금 규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뇌물 수수")에 대한
우대를 위해 헤레우스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 또는
약속하지 않을 것,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금지할
것, 그리고 자체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 지불, 적절한
근무 시간, 직장에서의 안전 및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을 헤레우스에 약속합니다.

업계 검토
온라인 심사
은행 계좌 검토
고위 관리자 및 수익 소유자 검토
자재 점검
출처 및 재산 검토

체계적인 리스크 요소 식별

뿐만 아니라, 헤레우스는 노예 제도, 인신 매매, 아동 노동,

헤레우스는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를

노예 노동 등과 관련된 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국 근대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노예법(UK Modern Slavery Act) 2016 보고 연도 요구

위험부담이 있는 조달을 파악하여 관련 공급업체를 평가

사항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제도가 취약한 국가에 있는 공급업체의

헤레우스는 특히 금과 같은 귀중한 귀금속 사업의 막중한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특정 채광 지역에서는
원자재 판매와 관련된 수익으로 내전 또는 무력 충돌의
위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귀금속은
돈 세탁을 위한 범죄활동에도 이용됩니다. 헤레우스는 UN
의 인신 매매, 이주민 밀입국 반대 프로그램 정의 및 NGO
보고서를 통해 그러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이유로, 헤레우스는 각 귀금속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헤레우스는 또
다양한 리스크 변수를 고려하여 IT 지원과 표준화된 평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헤레우스의 기준은 귀금속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헤레우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경우 규정 위반 위험도가 높습니다. 헤레우스는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요르단, 콜롬비아, 모로코, 페루,
러시아, 스와질란드, 태국, 튀니지, 터키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간주되는 13개 국가에서도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위치한 모든 공급업체는 NGO, 기타
협회의 뉴스 레터와 보고서뿐 아니라 제재 목록 검토를
포함한 특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례별 평가에서
구체적인 위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헤레우스는
이러한 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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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에 대한 실사 강화

헤레우스의 귀금속 공급업체 등록을 위한 윤리강령에 먼저

헤레우스는 공급업체들의
무분쟁 가치 체인
(conflict-free value chain)에
대한 회원 자격 및 표준을 인정합니다.

서명해야 합니다. 헤레우스는 해당 귀금속이 윤리적 출처를

주얼리산업관행 책임 위원회(RJC)

통해 거래된다는 사실을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분쟁 및 윤리적 금 생산 및 조달 관행 인증

헤레우스의 규정준수 관리(Compliance Management)

세계금협회(WGC)

헤레우스의 규정준수 관리(Compliance Management)
시스템은 자체적인 지속가능 출처 (Sustainable Sourcing)
지침을 사용해 귀금속 조달 및 무역에 필요한 특별 실사를
보장합니다. 신규 귀금속 공급업체는 모두 계약에 앞서

는 공급업체와 이들의 원자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합니다. 문서와 거래 자료는 귀금속의 출처가 비난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헤레우스는 런던금시장
연합 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의 금거래
책임 지침(Responsible Gold Guidance) 뿐만 아니라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광업체 표준.
WGC는 LBMA 표준을 지원합니다.
무분쟁 소싱 이니셔티브(CFSI)
공급망에 분쟁 광물이 포함된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 지원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가이드(OECD Due Diligence

공정거래 출처 프로그램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공정거래를 통해 소규모 농민들의 수입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의 주석,
탄탈륨, 텅스텐 부록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헤레우스는 2012년부터 LBMA 표준에 따라 규정준수

공정거래 표준

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해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최고 수준의
표준을 충족하는 가공소 및 소규모 채광회사로부터
생산된 금 인증

왔습니다. 헤레우스는 관련 감사가 시스템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해 추천한 모든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감사
보고서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 되어 있습니다.
헤레우스의 모든 귀금속 공급업체는 정기적으로 1~3년마다
규정준수 점검을 받고 확인을 위해 1~3년마다 필요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런 요구사항과 관련해, 헤레우스는 원자재
공급원을 고객한테서 오는 산업용 2차 원자재, 주조 제품,
광산에서 직접 오는 1차 원자재로 구분합니다. 헤레우스는
모든 주조공장과 광산에 본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부합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헤레우스는 현장 감사가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 광산의 귀금속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헤레우스는 인증된 독립 기관의 감사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인증이 없는 경우, 헤레우스의 전문가는 ‘채광된
금에 대한 LBMA RGG 설문지’ 기준 목록에 기초해 독자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검토 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헤레우스는 협력업체에 추가 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검토
후 위험요소나 장기적 우려가 감지될 경우, 헤레우스는 협력
관계를 종료하거나 신규 업체등록을 거부합니다.

헤레우스는 내부 담당자 및 외부 옴부즈맨과의 핫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금속 거래 및 재활용 회사 직원들에게
정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규정준수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헤레우스는
지속적 참여와 노력을 통해 가치 체인을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헤레우스는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소통합니다. 일례로, 헤레우스는
금, 주석, 탄탈륨, 텅스텐 등과 관련해 실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국가, 유럽 및 다양한 국제 귀금속 협회의
회원입니다. 이들 단체에는 IPA (International Platinum
Group Metals Association)와 FVEM(Fachvereinigung
Edelmetalle)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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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귀금속 거래 및 재활용 관련 협력
업체에 대한 제3자의 조언 및 문의는 전체
보고 기간 동안 조사되었습니다.
헤레우스의 규정준수 관리(Compliance
Management)는 2012년 LBMA Gold
Guidance 규정 준수와 관련해 최초의
LBMA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제
3자도 회계 연도마다 헤레우스가 이런
조항을 반영하는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망
헤레우스는 귀금속 분야에 대한 실사를 통해 미래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17년 시행된
헤레우스의 공급업체 윤리강령(Code of Conduct for
Suppliers)은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헤레우스는 리스크 분석 및 평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표준화할 것입니다.
헤레우스의 향후 계획은 NGO 및 협회의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쟁 피영향지역과, 위험 지역 및
위험신호에 관한 EU의 경제 실무자 지침서(Handbook)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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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은 요즘 많은 생산 공정 및 제품에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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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우스에서의 재활용
특별한 특성과 높은 가치 때문에 귀금속은 수요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귀금속의 출처에 관한 투명성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
합니다.
백금 및 금의 전 세계 공급량의 30%는 재활용에서 비롯되며,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헤레우스는 앞으로도
재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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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재활용

귀금속은 전자제품, 차량, 의료용
및 환경 기술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화학 또는 석유화학 산업
에서 촉매제와 같은 생산 공정
에도 이용됩니다.

주물공장
헤레우스는 귀금속을 포함한 가공
재료에 관련된 재료의 열 전 처리,
귀금속 함유 촉매, 샘플링 및 분석,
재활용 프로세스, 물류, 폐기물
관리 등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곳의 무역 지역을 통해,
헤레우스는 세계의 주요 시간대에
존재하는 세계 귀금속 시장을
주시합니다. 헤레우스는 귀금속
가공업체들이 신뢰하는 유능한
협력업체입니다.

"헤레우스는 작업장
안전 및 환경 보호의
지속 가능한 구현을 위해
현장에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글로벌
목표의 일부입니다."

요나스 션(Jonas Shen)은 상해에 있는 EHS(환경 건강 안전)
팀원입니다. 요나스 션은 현장에서의 개발활동 및 시행을 책임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실험분석자 오드리 리(Audrey Li)와
함께 진행 중인 실험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산업 안전

환경 및 산업 안전
헤레우스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건강한 작업습관 형성,

관련 ISO 14001을 준수하기 위해 국제적 체계의 관리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존 등의 책임을 위해 노력합니다.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헤레우스 그룹 및 지속가능성 지침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사적 환경과 보건 안전(EHS) 정책을
기반으로, 전 세계 헤레우스 사업지역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프로젝트를 도출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헤레우스는 Vision 2020의 일환으로 우수

그 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

사업 (excellent initiative)을 시작했습니다. Vision 2020
에서는 모든 사업지역이 EHS(환경 보건 안전) 및 운영 표준의
최고 수준을 이행할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직장 안전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OHSAS 18001과 환경 관리

목표 달성을 모니터하고 EHS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해 목적을 감사하기 위한 법률
등기부

›

글로벌사업부분의 목표, 수익 및 비용 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EHS 프로세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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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우스의 목표는 2020년까지 모든 생산 현장에 적합한 관리

헤레우스는 이를 위해 전 세계 70,000개 이상의 안전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효율성 및 안전성에 대해 정기적 내부

시트를 유지 관리하며, 헤레우스가 활동 중인 나라의 개별

감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016년 말까지 생산 지역의 45%가

규정을 일관 되게 준수합니다. 안전 데이터시트는 데이터

이미 지침에 따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헤레우스는

베이스 지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앙에서 관리

현재 나머지 지역 및 이행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ACH)을

정책, 관리 표준, 주요 지표 및 전략적 목표가 결정되고 해당

관장하는 EU 규정은 여기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보고가 그룹 차원에서 수행됩니다. 모든 것이 현장의 책임자
들 및 관리자들에 의해 긴밀히 조율됩니다. 헤레우스 능력
센터(Heraeus Competence Center)는 지식과 모범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매년 2회 작업 회의를 주최 합니다.

컨소시엄 의 지원으로, 65개 이상의 귀금속 및 10여 개의 비
귀금속이 헤레우스의 개별 용적 톤수 레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헤레우스 EHS 이사회는 2016년에 분기별로 회의를

헤레우스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시작하여 글로벌 의제를 개발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을

헤레우스에서는 모든 사업지역이 실무 단계에서 환경보호

평가했습니다.

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개선 잠재력을 구현합니다. 이런

헤레우스는 직원 개개인에게 모든 사람이 환경 보호 및 안전에

맥락에서, 헤레우스는 생산 및 관리 분야의 에너지와 자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 역시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신규 시설 및 기존 설비의 확장을

직장에서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헤레우스는 목표를

위해 엄격한 환경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비즈니스 활동으로 추구하고 관련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귀금속 재활용, 성장하는 사업 분야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선행적이며 개별적인 노력을

헤레우스의 경우, 재료 사용은 환경통제 매개변수 뿐만

위한 실습을 통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규제 요구사항 및 표준 준수

경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헤레우스는 지속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 순환 관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예는
백금과 금 등 귀금속이 재활용되는 헤레우스의 귀금속

헤레우스의 사업 활동은 다양한 행정 규정과 기술 정책, 권한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위임을 통해 명시된 환경 보호 및 작업장 안전 규정, 회사 자체

귀금속은 현대 산업에서 필수 요소이며 다양한 제품에 사용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헤레우스는 규정준수 관리

됩니다. 광산은 증가하는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법규 준수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 했

귀금속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헤레우스가 강력한

습니다. 정기 규정준수 감사 외에도, 법적으로 임명된

시장 입지를 유지하는 귀금속 재활용 사업은 경제적 측면뿐만

대표자는 법률 및 그에 따른 의무와 관련해 개별 관련법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귀금속 재활용은

분야를 모니터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IT 지원 표준화 공정

채광 시 사용하는 에너지 대비 아주 작은량(70~100배 적은)을

(의무 추적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영역 별로 문서화되고,

소비하며 훨씬 적은 양의(200~300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이행 또한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배출합니다.

특히, 화학 물질의 사용과 생산은 안전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원칙은
가장 높은 순위의 기준과 벤치마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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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금 협회 (International Platinum Association; IPA)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백금 수요의 약 25~30%가 재활
용을 통해 충족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1차 출처는 산업용
촉매 귀금속입니다. 비료 산업의 백금 거즈(gauge)와 화학

귀금속 가공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공정의 벌크 재료 촉매가 그 좋은 예이며, 이 공정에서의
회수율은 9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90%
의 백금 회수율

채광

환경 친화적 생산 및 관리 공정

재활용

귀금속 재활용을 통한 자원보존과 더불어, 헤레우스는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헤레
우스의 노력은 특히 석영 유리 생산과 귀금속 가공 같은
에너지 집약 공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헤레우스는 주로 우수 프로그램
(Excellence Program)에 속하는 공정 및 기계 장치의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에서의 엄격한 환경 기준
공장이나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헤레우스는 의사 결정에
앞서 환경 및 기후 보호를 생각합니다. 헤레우스는 세계
최고의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신축은 물론 품질과
내구성에도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 헤레우스는 2018년
중국 남경에 귀금속 공장을 가동시킬 예정입니다. 에너지

추가로, 헤레우스는 물과 공기의 유해 폐기물 및 배출을

효율은 이미 설계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 건축물은 최신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헤레우스는 보고 연도에

표준에 따라 주간(day) 조명의 상당 부분이 자연 채광으로

하나우 (Hanau) 지역의 귀금속 재활용으로 폐수 발생을

채워졌습니다. 배출 공기 역시 고효율 여과 장치에 의해

14%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용 가성 소다의

정화되고 폐수는 헤레우스가 개발한 특허 공정에 의해

사용량을 17% 줄인 데 비견됩니다. 헤레우스는 생산

처리되며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됩니다. 생산 지역에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생산성 효율 공정을 최적화할 뿐

효율적인 첨단 공기 여과 시스템이 장착되어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 헤레우스의 행정 구역에서도 자원 절약을 추진하고

직원들에게 공급됩니다.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클라우드 프린터 및 디지털화 컨셉을
전사적으로 채택함 으로써 기후 및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헤레우스는
독일에서 450,000장 이상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30그루의 나무를 절약하고, 12.6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46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한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프린터의 수는 75% 줄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화 컨셉은
페이퍼리스

오피스(paperless

office)에

기여하였고,

직원들은 이제 어디서나 단일 플랫폼에서 디지털 정보에
접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장 안전에 최고 우선순위
헤레우스는 언제나 석영 유리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압 및 5000°C의 고온을 생산 공정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생산 설비와 행정 부서
직원들의 안전과 공장 및 장비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리스크 평가를 통한 예방 방법으로, 헤레우스는
작업장 안전을 체계적 으로 시험하고 문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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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우스는 이상의 리스크 평가 결과에 기초해 목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헤레우스는 지난 몇 년 간
구조물 차폐 조치와 독성이나 알레르기성 물질에 대한 개인
보호장비 개선에 투자했습니다. 헤레우스는 이들 조치의
효과와 관련해, 정기 안전 점검과 사내 의사의 일상적
검진을 시행합니다.
안전 문제의 개선을 위해, 헤레우스는 리스크 평가와 정기
검사에 추가해 정기 직원 현장 교육, 시스템 및 공정의 체계적

주거 및 도시 지역 사업지역의 주요 안전 요구사항
내부 경보 및 위험 예방 계획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 전송
이러한 의무 준수에 대한 내부 점검
일반 대중에게 안전 대책에 대해 알림

점검 등 광범위한 조치들을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은
인트라넷, 뉴스 레터, 워크샵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해 리스크와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다.
모든 사업지역은 해당 위치와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비
합니다. 소화기 교육이나 안전 경보기 훈련이 그런 예에 해당
합니다. 주거 및 도시 지역 사업지역은 일반적으로 보다
엄격한 안전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특별
활동 및 이벤트는 직원들의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했던 시범 프로젝트나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비터
펠트(Bitterfeld)의 실리카 유리 생산 안전 퀴즈가 좋은
예입니다. 이런 조치들에 추가해, 헤레우스는 적극적으로
직원 들의 건강을 챙깁니다 ("직원 및 기업 문화" 참조).

협회 회원으로서, 헤레우스는 업계와 대중 간의 활발한
교류를 권장합니다. 안전이나 건강 같은 주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화의 일환으로 IPA(International
Platinum Group Metals Association)는 특정 백금 염
(소금)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알레르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개별 협회 위원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단 및 선별된 대응책 표준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망

귀금속 가공으로 인한

앞으로 헤레우스의 활동은 환경 보호와 작업장 안전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치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전사적 핵심 지표의 도입 및

성과를 계속 개선하기 위해 전사적 표준 관리 시스템 확장에
개발과 최고 관행 공유가 포함됩니다. 헤레우스는 현존하는
사업지역은 물론 장래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 및
안전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채광

재활용

"때로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도전 과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니콜 비저(Nicole Beeser)는 하나우(Hanau) 사업지역
에서 인사업무 파트너로 근무합니다.
그녀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간병인 밀리카 에만
(Milica Ehmann)과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직원 및 기업 문화

고용주로서의 책임
헤레우스 성공의 핵심 요인은 동기로 충만한 유능한 직원들

대한 헤레우스의 노력은 글로벌 사업 활동에 특히 결정적 성공

입니다. 그런 이유로, 헤레우스는 자격 있는 직원을 확보

요인으로 작용하며 회사의 지도 원칙에도 그렇게 정의되어

하고 유지하는 것은 물론 회사 인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있습니다. 규정준수 관리와 관련해, 헤레우스는 차별 없는 작업

그들 에게 계속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환경 유지와 잠재적 위반 사항의 추적을 목표로 합니다.

변하는 작업 환경에서 혁신성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헤레우스는 매력 있는 고용주로서 직원들의 건강과 성과
보전을 희망합니다.
헤레우스 그룹 지도 원칙(Heraeus Group Guiding Principles)
의 지속가능성지침(Sustainability Guidelines)과 윤리강령
(Code of Conduct)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헤레우스의 기본 가치에 대한 존경어린 상호작용과
주의를 환기시켜 공정한 작업 환경에 기여합니다. 다양성에

2016년 12월 31일 현재, 헤레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12,369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단지 108명이 줄어,
전년 대비(12,477명) 소폭 감소했습니다.
HR(인사) 주제에 대한 책임은 실무적으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헤레우스의 중앙 HR(인사) 관리는 전사적으로 일관된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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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직원
아프리카/호주
1%

현대적 리더십 문화는 리더십 직책에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고 회사의 주요 고위직에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는

아시아
31%

독일
38%

길을 열었습니다. 구직자들 중에 전문 기술직 관리자 중
여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어려운 과제
였습니다. 기술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공부하고 견습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여성은 그 중 1/3 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6

헤레우스는 결국 재능 있는 차세대 여성을 위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한 셈입니다.

아메리카
17%

독일을 제외한
유럽
13%

사업 성공 보장
자기 인도

고성능 조직 생성

주위 사람 인도

그러나 헤레우스는 상이한 문화와 조직 유형뿐 아니라 분산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고려합니다. 측정 방법은 법적 조건 및
사업장에 따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헤레우스는 지속적으로

헤레우스 리더십 모델

지역 내 여타 회사와 외부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2015년의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와 관리위원회

제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oard of Management)는 헤레우스 홀딩 유한 회사의

직원들과의 대화는 헤레우스 문화의 일부로서 직원 모임

관리 레벨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상위 리더십

및 개발 평가의 형태를 취합니다. 헤레우스는 동시에

레벨의 여성 비율은 10%로 늘어났고, 다음 관리 레벨의

고용주로서 노조 또는 직장 협의회 같은 직원 대표들과

여성 비율은 30%로 늘어났습니다. 감독위원회의 여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비율은 25%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헤레우스는 헤레우스의 활동을 HR Vision 2018과 일치
시킵니다. 헤레우스는 가족 기업의 긍정적 가치 즉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경쟁적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의 요구사항을 균형감 있게 결합시킵니다.

2022년까지 달성되어야 합니다. 주주위원회 (Shareholders’ Committee)에는 현재 4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이
참여 중입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감안할 때, 승계 계획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HR(인사) 관리자들과

리더십 문화와 인재 관리

협력하여, 헤레우스는 전략적으로 주요 직책을 맡을 후임자를
조기에 결정하고 그들에게 새 책무를 준비시키기 위한

헤레우스의 리더십은 비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관리를 통해,

2015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리더십 모델은 현대적이고

헤레우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사의 관리 역할 및 주요

글로벌한 리더십 문화를 지구상에 확립했으며 성장을

기능을 내부 승진으로 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는 지역과

공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리더십 컨셉을 전 세계적

지역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으로 구현하기 위해 모든 헤레우스 사업지역에서는 훈련이

창출하며, 협력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일입니다. 헤레우스의

개최되었으며, 헤레우스의 보너스 제도는 이 리더십 요소에

여타 지역 또는 사업부분에서 온 20명의 최고 재능은 현재 인재

품질 구성요소를 추가하게 되었다.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년제 프로그램을 밟고 있습니다.

32

회사 혜택

추가로, 헤레우스의 사회 상담 전문가는 독일 전역의 직원

헤레우스 직원은 개별 지역의 조건에 따라 현대식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이것이 화학업계의
단체 협약에 기초해 회사의 성공을 공유합니다. 2015년에
도입된 보너스 컨셉을 바탕으로, 헤레우스는 전 세계 2,000
명의 직원들에게 회사 성공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줍니다.
직원들은 또한 대중 교통 여비 명목으로 추가분의 금융
혜택을 받습니다. 독일 내 사업지역에서는 많은 직원이 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법정 연금 보험이 없는 곳에서는 회사가

들을 돕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삶과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
를 받는 이들에게는 비밀리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Cigna Employee Assistance Plan (EAP)을 통해
직원을 지원합니다. 직원 및 그 가족은 24시간 핫라인을
사용해 헤레우스의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직접 돕거나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줍니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연금보험 기부를 통해 안전 자금을

건강에 대한 헌신

제공합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직원은 회사가 연금보험

헤레우스는 모든 직원의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회사와 더불어 설립한 저축 플랜에 가입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추가 혜택에 대한 자신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직원들에게는
자녀 양육, 출산, 결혼 또는 사별과 관련된 보상 및 휴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유로, 헤레우스의 활동은 종종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초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헤레우스는 독일의 구속력 있는
고용주 / 직장 협의회에서 설정한 회사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일은 아픈 사람의 경우 특정

보다 나은 일과 삶의 균형 달성
헤레우스는 직원들이 가정 생활과 직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좋은 보살핌과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가능한 경우, 헤레우스는 직원들이 정규
보육원을 이용 할 수 없을 때 탄력적인 근무 일정과 지역

고용주 부담금을 포함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 보호
수준이 높습니다. 헤레우스는 다른 지역의 보호 수준을 검토
하고 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재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헤레우스는 건강 보험을 위한 재정
기여와 더불어 미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직원들을
지원합니다. 해당 건강보험은 의료비에 추가해 CIGNA

보육 서비스, 임시 돌봄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헬스케어 같은 특별 보너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헤레우스는 또한 직원들이 가족 구성원을 돌볼 때 그들을

건강 문제와 관련해, 헤레우스는 직원들의 편에서 그들이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헤레우스가 위치한 각 지역에 지원의
필요성과 옵션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헤레우스는 지역별로 좋은 제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
세계에서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권장합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에서 는 포괄적 조언이 제공되고,
독일에서는 2014년 하나우 (Hanau) 사업지역에 보육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보육원 은 매년 약 100명의 직원을
지원합니다.

보육원에서
매년 약

100

명의

직원에게 조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구체적 혜택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직원과 그
가족들이 언제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헤레우스는 직원들에게 연례 건강검진을 포함
하는 상이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경우,
회사 의사는 의료를 제공하며 그들의 서비스는 법적 예방
패키지임과 동시에 응급 의료 관리의 일부입니다. 추가로,
가능하다면 헤레우스는 직원들에게 개인별 리스크에 관한
개인 상담을 통해 연례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개인별
리스크와 권장사항은 특별 건강여권(Health Passport)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독일에서만 2,700 이상의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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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작업장과 균형 있는 체육 활동은

인체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작업장과 균형 있는 체육 활동은

직원들의 성과와 능력을 지원하는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직원들의 성과와 능력을 지원하는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헤레우스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업

이를 염두에 두고, 헤레우스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업 조직과

조직과 환경을 생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헤레우스는 직원들
에게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스트레스 관리 또는 인체공학
훈련 같은 건강 관련 기술을

2,700

습득하도록 권장합니다. 싱가포르
에서 헤레우스는 한 주를 시작하기
앞서 그룹 워크아웃으로서 주례 파워업

환경을 생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합니다. 마찬가지로,
헤레우스는 직원 들에게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명 이상의

직원이 지난
건강여권

(power up) 세션을 제공 합니다. 동시에

5

스트레스 관리 또는 인체공학 훈련 같은
건강 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권장합니다.

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헤레우스 는 한주를
시작하기 앞서 그룹 워크 아웃으로서

(Health Passport)에 참여

헤레우스는 직원들에게 정보 및 할인 멤버십을

주례 파워업(power-up)세션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헤레우스는
직원들에게 정보 및 할인
멤버십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업무 밖에서 자신 의 건강상태를

업무밖에서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세미나, 교육,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워크숍 등의 후속 조치를 정합니다. 성공적 개발을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연례성과 검토의 일환으로 감독자로부터의

높은 수준의 훈련과 평생 교육
가능할 경우, 헤레우스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 대한 수요를
사내 교육 프로그램 졸업생을 고용함으로써 해결합니다.

정기적인 개별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은 전 세계의 모든
헤레우스 직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헤레우스는 많은 지역의 교육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전망

하며, 독일 밖에서도 이중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자격을 갖춘 적합한 직원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헤레우스는 오랫동안 독일에서 성공적인 이중 교육 프로그램을

방법과 도구로, 헤레우스는 글로벌사업부분의 인사부

지원해 왔습니다. 40개 이상의 교육 및 대학 연구 프로
그램은 기계 및 장비 운영자, 숙련된 화학 생산 작업자, 전자
기술자, 산업 관리자, 숙련된 창고 물류 종사자 등에서부터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이중 마스터 프로그램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헤레우스는 2017년에 박사 과정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헤레우스에는 보고 연도에 성공적으로 훈련 또는 교육을
마친 직원이 82명 있었으며, 그 중 67명이 헤레우스에
고용되었습니다. 15명의 직원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훈련이 끝난 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계 연도 말, 회사는
독일에서 340명의 견습생과 이중 프로그램 학생을 고용
했는데, 이는 평균 연수율보다 거의 7% 가량 높은 수치
입니다.

(Human Resources)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헤레우스는 최고의 인재 프로그램, 효과적 승계 계획,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등으로 직원들의 매력적인
고용주로 남아 회사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 워렌 시굴라(Warren Sygulla)와
그의 자녀 아비(Abi) 및 벤지(Benji)는 환자의 삶을 향상
시키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인 트윈 시티 하트 워크
(Twin Cities Heart Walk)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윈 시티 하트
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심장질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지역 및 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헤레우스
헤레우스는 전 사업 지역에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

모든 헤레우스 사업지역은 자체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 생성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헤레우스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주로 주주들이 설립한 자선 재단과 그들이 봉사하는 관리 기구

헤레우스 직원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governing bodies)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교사들을 위한 뛰어난 평생교육 지원, 물리 분야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 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문화의 일환으로, 헤레우스는 특히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St. Paul)에 위치한 헤레우스는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2011년부터
시행한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연례

직원들의 자원 봉사를 중시하고 지원합니다.

트윈 시티 하트 워크(Twin Cities Heart Walk)가 포함됩니다.

모든 사업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함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심장질환 퇴치를 목적으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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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또한 2015년 이후, 미네소타 과학 박물관(Science
Museum of Minnesota)과 과학 기술 기획(Govern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장 박동기, 보청기 등을 사용해
뇌 또는 척수 자극 같은 의료 구성요소의 기능과 치료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헤레우스 직원들이 모여 정기적인 자선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공공 장소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2016년 말에 수집된 자료의 용도 변경을 위해
창의적 경쟁을 벌였습니다.

헤레우스는 지역 사회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그들의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직원들의
자원 봉사 활동을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이런 유형의 참여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고용주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헤레우스 고용 계약의 일환인 시민 참여

독일의 헤레우스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젊은이들과 난민을
통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이
회사는 청소년 직업훈련(Joblinge) 사업의 일환으로 견습

재단 시설에는 노인 시설, 자체 이동 간호 서비스, 어린이날

생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19명의 젊은이를 채용

센터 및 가족 센터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헤레우스는 2015년과 2016년에 난민을 견습생
으로 받아들여 수 주간의 실습을 끝냈습니다. 헤레우스의
헌신은 헤레우스에서의 교육 및 헤레우스가 사람들을 교육

www.kp-stiftung.de

헤레우스 교육 재단(Heraeus Education Founda-

시키는 다양한 직업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 하나우(Hanau)의

tion)은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두 피난민의 날(Refugees’ Days) 이벤트 에서도 분명히

교육자 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한 연결고리 만들기"라는 모토를 지키기 위해, 이

비터펠트(Bitterfeld)의 직원들은 매년 지역 사회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이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들은 2009
년부터 캠페인에 기부해 온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급업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해
청소년 클럽, 놀이터, 유치원 등을 재설계하거나 개조
했습니다.

헤레우스 재단은 교육 및
사회적 응집력을 도모합니다
헤레우스 가족은 1897년 처음 재단을 시작하여 시민 참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회사 창립자인 빌헬름 칼
헤레우스(Wilhelm Carl Heraeus)의 후손은 유별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는 더 많은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재단은 품성 개발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매년 약
2,000명의 교육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교사들에게
가르 침의 과제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www.heraeus-bildungsstiftung.de

빌헬름 엘세 헤레우스 재단(Wilhelm and Else Heraeus
Foundation)은 자연 과학, 특히 물리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또한 과학적
아이 디어 공유, 국제 심포지움과 세미나 개최, 우수 학생 지원
및 학교에서의 자연 과학 교수법 개선에 기여합니다. 재단의
활동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www.we-heraeus-stiftung.de

전망
헤레우스는 사업지역 및 직원들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카틴카 플라츠호프 재단(Kathinka Platzhoff Founda-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헤레우스는 지속적으로

tion)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노인

회사의 매체에 긍정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의 창안자

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단의 가족

들을 존중합니다. 회사 이익의 일부는 헤레우스의 주주인

아카데미(Family Academy)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를

재단으로 계속 유입될 것입니다.

증진시키고 노인들을 지원하는 가족관계 강화 워크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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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 수치

지표

회사와 지속가능 경제 활동
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조직명

헤레우스 홀딩 유한회사

핵심 브랜드, 제품, 서비스

p. 6–7, 18–19

본사

Heraeusstrasse 12-14, 63450 Hanau, Germany

시설

heraeus.com/en/group/about_heraeus/heraeus_
worldwide/heraeus_worldwide.aspx

소유 구조 및 법적 형태

가족 기업

대상 시장

p. 5

조직 세부

p. 4–5

직원 및 기타 근로자 정보

p. 30

직원의 지역 분포 (백분율)

독일 : 38
독일을 제외한 유럽 : 13
아메리카 : 17
아시아 : 31
아프리카/호주 : 1

조직의 공급망

p. 20; 24–25

보고 기간 중 조직 또는 공급망의 규모, 구조
및 소유 구조와 관련된 주요 변화

보고 기간 중 주요 변화 없음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한 주의

전략 : p. 8
환경 보호 관련 : p. 27
안전 보건 관련 : p. 33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무. 협회 회원

p. 22–23; p. 29

최고 의사 결정자의 성명

p. 2

핵심 개발

리스크 관리 : p. 11
비즈니스 매거진 2016 :
apps.heraeus.com/epaper-Heraeus_
Magazin_16_ EN

가치, 원칙, 표준, 행동 규범

p. 12–13
www.heraeus.com/en/group/about_heraeus/corpora te_responsibility/corporate_responsibility.aspx

규정 준수 관리 및 보고 프로세스

p. 10; p. 22–23; p. 27

규정 준수 교육

p. 10

이사회 구조 및 구성

heraeus.com/en/group/about_heraeus/corporate_
boards/corporate_board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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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회사 내 책임

p. 9

이해 관계자 참여 방법

p. 10–11

보고서 내용 및 한계 정의 프로세스

p. 11

핵심 양상(측면)

p. 12–13

보고서 세부내용

p. 3

제품 및 솔루션
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품질 관리

p. 14–15

제품 및 솔루션 (사례 및 주요 영향 지표 포함)

p. 15–19

혁신 관리

p. 17–18

연구 개발의 범위 및 지출

1억 5천만 유로. 30개 연구 개발 센터의 700명 이상 직원

신규 특허 신청

5,750개 이상

회사 내 신사업 장려

p. 17

혁신 촉진을 위한 접근 방식
헤레우스 어워드(Heraeus Award) - 혁신 부문

p. 18

해레우스 어워드 출품

70여 개

조달 및 공급망
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구매 및 조달 관리 접근법

p. 20–21

리스크 분석 및 확인된 리스크

p. 21

규정준수 점검을 통해 검증된 귀금속 거래 및
조달 분야의 공급업체 백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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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및 공급망
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귀금속 거래 및 조달 분야의 공급업체 요구 사항

p. 21–22

헤레우스나 독립된 제3자에 의해 감사를 받은 후
헤레우스가 귀금속을 구매한 광산의 비율

100

환경 및 산업 안전
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EHS 관리

p. 26–27

ISO 14001 준수 EHS 관리 시스템을 가진
생산 시설의 백분율

45

자원 순환 관리 접근

p. 24–25; p. 27–29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관리 프로세스

p. 28

전력 소비량 (kWh)

235,805,887.91

천연가스 소비량 (m3)

39,257,337.7

물 소비량 (m3)

466,450.9

폐수 (m3)

186,558.4

질소 산화물 배출량 (NOx) (ton)

844.5

유황 산화물 배출량 (SOx) (ton)

3.8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 (ton)

15.2

무해 폐기물 (ton)

재활용 가능: 6,504
잔류 쓰레기: 3,233.7

유해 폐기물 (ton)

재활용 가능: 1,663.8
잔류 쓰레기: 977.1

작업장, 장비 및 시설의 안전을 위한 접근

p. 28-29

작업장에서의 사고

102

이 수치는 14개 생산 지역별로 수집되었으며,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제한된 틀 내에서 적용됩니다.
데이터 수집은 장래에 전사적으로 주요 수치 및 지표를 보고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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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기업 문화
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인사 관리

p. 30–31

리더십 문화, 승계 계획, 인재 관리

p. 32

최고 인재 프로그램 참가자

20명의 직원

회사 혜택

p. 32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접근

p. 32

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

p. 32–33

보육원의 도움을 받은 직원의 수 (독일)

매년 91명

직원 교육 및 평생교육 접근

p. 33

독일 내 견습생 수와 이중 프로그램 학생 수

40개 분야의 연구/견습 과정에 340명

직원 수 대비 견습생 비율 (독일 내)

7%

독일 견습생/이중 프로그램 학생 신규 채용

매년 80명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지도

"학교 내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참여,
2016년 164개의 실습 과목(practicum)을 학생에게 수여

성과 평가 및 경력 개발 선택을 위한 모임

p. 33

사업장/지역 및 재단
구체적 기술

참조/정보

원칙 및 고용 계약서의 ‘’사회참여 조항“

p. 34–35

헤레우스 사업 지역의 시민 참여 사례

p. 34–35

카틴카 플라츠호프 재단

p. 35

헤레우스 교육 재단

p. 35

빌헬름 엘세 헤레우스 재단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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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를 포함한 복제는 소스에 대해서만 허용

귀금속을 공급하는

100%
90%

광산의
가 감사를
받습니다.

를 훨씬
상회하는

귀금속 재활용을 통한 회수율

귀금속 재활용은 채광에 비해 훨씬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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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구 및 개발을 위한

1억

5천만 유로

340
이 수치는 평균 7%
이상의 교육 비율을
반영합니다.

30

독일 내 헤레우스
사업지역에만 340명
의 연수생 및 이중
프로그램 학생

7%

전 세계 30개 개발 센터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과 정보
공유를 헤레우스 고객들에게
보장합니다.
Highlights from the company

pr@heraeus.com
www.herae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