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NXP, 인공지능 칩셋 혁신 기업 순위에서 세계 3위 차지 

 
2018년 4월 26일 – NXP 반도체가 콤파스 인텔리전스(Compass Intelligence)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세계 3위 인공지능(AI) 칩셋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동급 최강의, 동종 최강의, 모바일·IoT 및 신흥 기술 업체 명단이 담긴 A-리스트에서 NXP는 엔비디아

(NVIDIA)·인텔(Intel) 과 함께 AI 혁신을 주도하는 상위 3곳의 AI 칩셋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NXP는 

자체적인 AI 혁신, 기능 강도(feature strength), 포트폴리오 규모 및 다양성, 시장 내 주도적 입지, 파급 

범위, 성장 잠재력, 그 외 경제적 영향, 시장 회복탄력성 등 여러 통계 기준에서 상위 AI 칩셋으로 인정 

받았다.  

 

나딘 만자로(Nadine Manjaro) 콤파스 인텔리전스 선임 고문 겸 컨설턴트는 “매년 우리는 광범위한 콤

파스 인텔리전스 프레임워크와 모델링 프로세스, 통계 기반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IoT 및 AI 분야 기

업들을 면밀히 평가해 선구적 업체들을 선정한다. AI 혁신의 경계를 넓히는 데 있어 우수한 자질을 보

인 상위 3곳의 기업 중 하나로 NXP가 선정 되었다”고 전했다.  

 

NXP를 비롯해 A-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업체들은 총 100점 만점에서 80~90점을 획득했다. 포괄적인 

콤파스-인텔 A-리스트 지수는 경제 지표, 업체 추적 분석, 퍼모그래픽스(firmographics), 시장 통계, 정

량적 추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합한 독점적 연구 프레임워크 및 모델에 기반해 집계된다. 이를 통해 

모바일과 IoT, 신흥 기술 시장에서 활약하는 업체들에 점수 및 순위 시스템을 제공한다.  

 

AI 칩셋 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안전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만들고 있다. NXP 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시큐어 커넥티드 카, 엔드 투 엔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션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 는 60 년 이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 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7 년 매출은 미화 92 억 6 천만불이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 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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