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XP,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 선정 2012 년 ‘올해의 협력업체’ 
수상 

900개 전략적 공급업체 중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표창 

2013년 6월 27일 - 콘티넨탈(Continental)의 오토모티브 그룹(Automotive Group)이 

NXP 반도체 (NASDAQ: NXPI)를 전자부문(개별 및 표준 IC) ‘올해의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오토모티브 그룹은 매년 여름 900 개 이상의 전략적 공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간 평가를 토대로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업체를 선정한다. 오토모티브 ‘2012년 올해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13개 사는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콘티넨탈의 국제 

구매 매니저 회의(International Purchasing Manager Meeting)에서 상을 수상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160명의 오토모티브 구매 매니저들이 참석했으며 자사의 공급 부문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콘티넨탈의 이사회 멤버인 헬무트 마치(Helmut Matschi)는 “콘티넨탈은 세계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 중 하나로서, 주요 성장 영역을 위한 지능적인 기술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의 부품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차들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있으며 보다 안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편안함과 편리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자동차 혁신 

프로세스는 적어도 자동 주행의 주요 개발 목표에 대해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 

지원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평가 체계 

매년 ‘올해의 공급업체’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콘티넨탈 오토모티브는 매년 품질, 기술, 

물류, 비용 및 구매 계약 조건 등의 영역을 고려한 일련의 기준을 이용하여 자사의 전략적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있다. 이 상은 전자 공학, 전자 기계 공학, 기계 공학, 투자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부별 서비스 등 5개 부문에 걸쳐 수여된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은 샤시 및 안전(Chassis & Safety), 구동(Powertrain) 및 전장(Interior) 

등 3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의 구매 책임자인 군터 펠라(Günter Fella)는 협력 업체와의 

광범위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의 중요성과 콘티넨탈 공급망의 강점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높은 품질 표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올해의 공급업체 상과 

그 기준이 되는 공급업체 역량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품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이들 상은 업계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에 대한 상징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업체들이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XP 반도체의 자동차 사업부 총괄인 커트 시버스(Kurt Sievers)는 콘티넨탈과의 협력을 

수행하면서 자체 사업부가 거둔 높은 품질의 성과를 강조했다. “처음으로 

콘티넨탈의'올해의 공급업체'상을 수상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 중 

하나인 콘티넨탈과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콘티넨탈과 같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효율성, 품질 및 

혁신적인 강점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고성능 복합 신호 

솔루션 분야의 선도적인 공급업체로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NXP의 제품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간 통신(car2car 

communication)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NXP는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차량 내 

네트워킹을 위한 솔루션, 키리스 액세스(keyless access) 및 시동 잠금 장치, 센서, 파워 

MOS 등에 주력하고 있다. NXP는 또한 자동차 로직,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제품 및 개별 소신호용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공급업체 중 하나이다.  
 
지난 해 콘티넨탈 오토모티브는 전 세계 4,000여 개 공급업체로부터 112억 유로 규모의 

원자재, 부품 및 엔지니어링 지원을 구매했다. 
 
2012년 327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한 콘티넨탈은 전 세계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 중 

하나이다. 브레이크 시스템, 구동 및 샤시를 위한 시스템 및 부품, 각종 장치,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자동차 전자화, 타이어 및 기술적 탄성 중합체(technical 

elastomers)를 선도하는 공급업체로서 콘티넨탈은 보다 우수한 주행 안전성과 전 세계 

기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콘티넨탈은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동차 통신 분야의 

전문 파트너이다. 콘티넨탈은 현재 46개국에 약 17만 3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그룹은 샤시 및 안전(Chassis & Safety, 2012년 약 70억 유로 매출 달성, 

34,500명의 직원), 구동(Powertrain, 2012년 약 61억 유로 매출 달성, 31,000명의 직원) 

및 전장(Interior, 2012년 약 6.4억 유로 매출 달성, 33,000명의 직원) 등 3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약 19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오토모티브 그룹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자동차 및 상용 차량 업계의 파트너로서 

오토모티브 그룹은 개별 이동성과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은 물론 주행 안전성, 환경 

책임성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샤시 및 안전(Chassis & Safety) 사업부는 전자 및 유압 제어 및 샤시 제어 시스템, 센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에어백 전자 장치 및 센서, 워셔(washer) 시스템 및 EAS(Electronic 

Air Suspension) 시스템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핵심 역량은 

콘티가드(ContiGuard)로 능동 및 수동형 주행 안전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구동(Powertrain) 사업부는 자동차 구동 장치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솔루션을 통합하고 있다. 포괄적인 제품 범위에는 가솔린 및 디젤 주입 시스템, 엔진 

관리,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트랜스미션 제어 등은 물론, 연료 공급 시스템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 주행을 위한 부품 및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정보 시스템은 전장(Interior) 사업부의 핵심으로서 계기판 및 다기능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전자식 자동차 출입 시스템,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라디오, 멀티미디어 및 탐색 

시스템, 기후 제어 시스템, 텔레매틱스 솔루션 및 콕핏(cockpit) 모듈 및 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달러입니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에 있습니다. NXP 반도체 

블로그(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xp.com/
http://blog.naver.com/nxp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