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헤레우스가 2022년 5월 1일부로 HS첨단소재를 헤레우스코리아로 공식 통합하여
쿼츠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업계 최고 순도의 쿼츠 제조 및 가공을 자랑하는 독일 첨단소재 전문기업 Heraeus Conamic은 2021년 11월 반도체
및 기타산업용 쿼츠 반가공 제품을 가공 및 공급하는 국내기업 HS첨단소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로 HS첨단소재의 기존 사업은 Heraeus Conamic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국에서는 헤레우스코리아의 쿼츠
사업부로 운영됩니다.
Heraeus Conamic의 President인 Christoph Fark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원동력이며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인수로 우리는 한국에서 쿼츠 원소재 공급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로 헤레우스코리아로 통합되면서 한국 사업은 헤레우스 그룹의 명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 HS첨단소재가 운영하던 사업을
헤레우스코리아로 공식 운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고객과 Heraeus Conamic 모두 장기적인
성공의 길을 걷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Heraeus Conamic의 President인 Michael Werth가 덧붙입니다. 이번
인수에 따라, HS첨단소재는 기존 사업장에서 약 20km 떨어진 새롭고 더 큰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헤레우스코리아 배명환 대표이사는 “1984년부터 한국시장에 솔루션을 제공해온 헤레우스는 2010년
헤레우스코리아로 각 사업부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개 사업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총 7개의 사업부가 더욱 확장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레우스코리아의 쿼츠 사업부는 쿼츠 반가공 제품을 한국 및 전 세계 쿼츠 제조사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쿼츠 링,
잉곳, 플레이트, 로드, 튜브와 같은 쿼츠 기본 재료의 전체 포트폴리오도 제공합니다. 쿼츠 가공에는 와이어 톱, 밴드
톱, 코어 드릴, 선반 절단 및 연삭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포함됩니다.
Heraeus 소개
독일 하나우에 본사를 둔 기술 그룹인 Heraeus는 세계적인 가족 소유 포트폴리오 기업입니다. 회사의 뿌리는 1660년에 시작된 가족 약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Heraeus 그룹에 포함된 환경, 전자, 건강 및 산업 응용 분야 기업들은 광범위한 재료 전문 지식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년도에 FORTUNE에서 선정한 Global 500대 기업 중 하나인 Heraeus는 40개국에 약 14,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31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Heraeus는 독일의 상위 10대 가족 소유 기업 중 하나이며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eraeus Conamic 소개
Heraeus Conamic은 업계 최고 순도의 쿼츠, 그리고 세라믹 및 복합 재료와 같은 고급 재료의 제조 및 가공에서 기술 리더이자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및 포토닉스 산업을 위한 천연 및 합성 쿼츠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핵심 공정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세라믹 및 복합 재료와
같은 고급 재료를 중점으로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지사를 통해 Heraeus Conamic은 반제품부터 복잡한 시스템 구성 요소,
맞춤형 솔루션에 이르는 쿼츠 및 세라믹 제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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