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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개

헨켈은 균형이 잘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혁신과 기술력 덕분에 산업용 및 소비자 사업 모두에서 세 가지 사업 부문을 전부 선도하고 있습니다. 1876년에 설립된 헨켈은 145년 이상의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헨켈은 우선주를 독일주식시장DAX에 상장시킨 DAX-30 기업이며,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약50,000명 이상의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거의 85%가 독일 외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분야의 잘 알려진 리더로서 헨켈은 다양한 국제 평가 및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헨켈은 매출 200억 유로, 영업이익 27억 유로(일회성 비용/이익 및 구조조정 비용 반영 금액)을 발표했다.

헨켈 코리아에 대하여
헨켈 코리아는 글로벌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 전문기업, 헨켈(Henkel AG & Co. KGaA)의 한국 현지 법인입니다.

1989년 한국에 진출한 헨켈은 ‘브랜드와 테크놀러지를 보유한 글로벌 리더’라는 기업 비전 아래 접착제 등의 산업용품과 가정용 살충제, 세제 등 생활용품 및 염색제 등의 헤어케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헨켈 코리아는 산업용 및 소비자용 접착제, 건축용 자재를 비롯 자동차 산업과 일반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방음제, 제진제, 실런트 및 표면처리제 분야의 제품들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홈매트, 홈키파와 같은 가정용 살충제와 퍼실, 프릴 등의 생활용품 역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헨켈은 1996년 접착제로 유명한 미국회사인 록타이트를 전세계적으로 인수 합병한 후, 한국 록타이트를 헨켈에 편입시켰습니다. 또 1999년 자동차용 실런트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회사인 홍성화학을 인수 합병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건축용 실리콘 제조업체인 럭키실리콘을 인수 합병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헨켈이 미국의 생활용품 회사인 다이얼사를 인수하며, 국내에서는 홈매트, 홈키파 등 가정용 살충제로 잘 알려진 크로락스코리아의 살충제 사업분야를 인수,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내쇼날스타치의 접착제 및 전자재료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접착제 시장의 선두 기업 위치를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서울 가산동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였고 버퀴스트 코리아가 헨켈 코리아에 인수되면서 한국 내 전자, 자동차, 가전 분야 고객사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2개 사업 부문
접착 테크놀러지스 Adhesive Technologies 사업 부문은 소비자용, 전문가용 및 산업용 접착제, 실런트, 기능성 코팅제 분야를 선도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헨켈은 다양한 타겟 그룹(소비자, 전문가, 산업 비즈니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응용 제품을 제공합니다. 2021년, 접착 테크놀러지스 사업 부문은 총 기업 매출의 48%에 해당하는 96억 4,10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헨켈 컨슈머 브랜드는 세 Henkel Consumer Brands 제 & 홈케어와 헤어 분야의 소비자 브랜드와 제품을 다루는 사업부입니다. 뷰티 케어는 헤어 염섹제, 헤어 스타일링, 헤어 케어 및 폼, 세면도구, 스킨 케어, 구강 위생 분야를 대표하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헤어 살롱 제품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뷰티 케어 사업 부문의 매출은 36억 7,800만 유로로, 전체 기업 매출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세제 케어 사업은 강력한 특수 세제뿐만 아니라 섬유 유연제, 세척력 강화제, 기타 섬유 케어 제품을 다룹니다. 홈케어 포트폴리오는 설거지용 및 식기 세척기용 주방 세제, 욕실 세정제, WC 응용제품, 가정용 유리 및 전문 세척제로 구성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용 방향제와 살충제를 제공합니다. 2021년, 세제 & 홈케어 사업 부문은 매출 66억 0,500만 유로, 전체 기업 매출의 33%를 달성했습니다.

기업 소개
우리의 목적은 헨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 Pioneers at heart for the good of generations. 우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 및 솔루션 전반에 걸쳐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세계에 약 50,000명 이상의 직원들은들로 구성된 다양한 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근본으로부터 구축되며, 혁신, 책임 및 지속가능성의 오랜 유산을 미래에 전달합니다. 우리의 공유 가치와 리더십 약속들은 매일 우리 결정과 행동을 안내해줍니다.

우리의 목적: Pioneers at heart for the good of generations

우리의 가치: 고객과 소비자, 직원, 재무 성과, 지속가능 성장, 가족 기업


전략적 프레임워크
헨켈은 당사의 목표 그리고 가치들로 기반이 된 중장기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의도적인 성장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20s 승리를 거두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시장을 능가하는 우수한 고객 및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여 헨켈 임직원 개개인이 전문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들은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혁신,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뿐만 아니라, 협업 문화의 탄탄한 기반과 자율성으로 뒷받침되는 미래 대비 운영 모델이다.

추가 정보 https://www.henkel.co.kr/company/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