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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November 15, 2021

/EINPresswire.com/ -- 독일 Oberursel,

2021년 11월 16일 –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특수

메모리 유통업체이자 메모리 모듈 제조업체인 MEMPHIS

Electronic은 기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선도적

벤처 캐피털(VC) 회사인 Walden International이

주도하는 모범적인 경영 인수를 통해 현재 급증하는 특수 메모리

솔루션 시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본 거래의 일환으로 Neumonda라는 새로운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별도 법인에 의해 가장 완벽한 전문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MEMPHIXS Electronic - 메모리 IC 및 모듈

솔루션의 유통업체는 전문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고객에게 단일 소스의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 및 검증된

메모리 솔루션을 모두 제공할 것입니다.

•	지능형 메모리 - 현재 DRAM에 중점을 둔 제품

포트폴리오를 NAND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제품 오퍼링 및

솔루션으로 확장하여 당사의 성장하는 글로벌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메모리 제조업체입니다.

•	 Neumonda Technology – 메모리 솔루션을

검증하고 품질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기반 시스템 레벨 테스터 및 오류

분석을 위한 실질적인 IP(지적 재산)를 소유한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독특한 서비스는 메모리 솔루션 제조업체들이 산업 사물 인터넷(IIOT), 인공지능(AI) 및 에지 컴퓨팅과 같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alden International의 전무이사 Dr. Hing Wong은 “특수 메모리는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의해 추진되는 거대한 성장

시장이다. “우리는 Memphis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30년 시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의 조정된 투자가 이러한 경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가져올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MEMPHIS 최고 기술 책임자(CTO)이자 전 Qimonda 메모리 제품 개발 부사장, Peter Poechmueller 교수 그리고 Memphis

http://www.einpresswire.com
https://www.neumonda.com/


Marco Mezger, Chief Operating Officer (COO) and

Prof. Dr. Peter Poechmueller, Chief Executive Officer

(CEO)

Electronic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COO)이자 사장인

Marco Mezger가 새로운 지주회사를 이끌 것입니다.

Peter Poechmuller 교수는 IP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Neumonda Technology에 중점을

두면서 최고 경영자(CEO) 및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서

혁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Marco Mezger는 반도체 업계의 선구자이며 총괄

부사장(EVP) 및 최고 운영 책임자(COO)로서

Neumonda와 그 자회사의 글로벌 확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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