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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커트 시버스,오토모티브 사업 본부장을 

NXP 사장으로 임명 

 

협업 기반 성장과 조직 규모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구조 갖춰 

 

2018년 9월 11일 – NXP 반도체(NXP Semiconductors)는 자사의 성장 전략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도

록 경영진 교체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트 시버스(Kurt Sievers) NXP 오토모티브 사업본부

장 겸 총괄이, NXP 반도체 사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시버스 신임 사장은 새로운 조직 구조 하에서 

NXP의 모든 사업 라인을 총괄하게 된다. 

 

릭 클레머(Rick Clemmer) NXP CEO는 “NXP가 자동차와 산업& IoT 사업을 통해 보안 연결 장치에 대

한 집중을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및 통신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변화하는 자사 

전략에 따라 조직 구조를 개편하게 되었다.” 라며 “시버스 신임 사장은 직원들이 조직 경계를 넘나들

며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뛰어난 리더이

다. NXP 오토모티브 사업은 그의 지도 하에 업계 1위 반도체 공급업체로 성장했으며, 가장 완벽한 솔

루션 포트폴리오를 설계했고, 자율 주행 및 더욱 안전한 주행 모빌리티 생태계에 걸쳐 가장 심도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NXP가 달성해야 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제품 선도 기업에서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을 이끄는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앞으로 시버스 신임 사장과 협력해 그간 일

군 성과를 전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NXP의 발전과 성장을 

이어갈 훌륭한 팀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커트 시버스 신임 사장은 “지금은 보다 스마트한 세상을 위해 안전한 연결(Secure Connections) 분야

에서 폭넓은 리더십을 구축하고, NXP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기다. NXP의 확

장 가능한 임베디드&아날로그 솔루션으로 고객의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그 기저에 있는 복잡성을 마

스터하고 확장성, 기능적 안전과 보안을 보장할 것이다. NXP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니퍼 워메트 (Jennifer Wuamett) 부 법무고문 겸 최고 IP 책임자가 귀도 데릭(Guido Dierick) 

NXP 반도체 수석부사장 겸 법무고문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귀도 데릭은 법무고문직 은퇴 후 NXP 반

도체 네덜란드 지사장을 맡게 된다.  

 

  



 - 2 - 

 

 

릭 클레머 NXP CEO는 “프리스케일 반도체(Freescale Semiconductor) 재직 당시 보여준 것과 마찬가

지로, 지식 재산권, 기업 거버넌스, 법무 분야에서 워메트 신임 고문이 보유한 독창적인 기술 및 전문

성은 NXP 법무와IP 팀을 이끌기에 최적”이라며 “그는 업계에서 저명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이자 탁월

한 리더이다. 새로운 보직 수행 시에도 그가 가진 재능은 우리 기업에 뛰어난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

고 말했다.  

 

귀도 데릭은 전자 업계에 몸 담아온 훌륭한 36년 경력을 마무리하고 법무 고문직에서 은퇴한다.  

 

릭 클레머 NXP CEO는 “데릭 고문의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NXP 역사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주었다”며 “그간 그가 보여준 탁월한 지침과 통찰,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개인적인 자선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그가 NXP 네덜란드 지사장을 맡아 계속 

NXP 성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커트 시버스 신임 사장과 제니퍼 워메트 신임 법무 고문의 상세 약력은 NXP 임원진 소개 페이지에서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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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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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dia.nxp.com/phoenix.zhtml?c=254228&p=irol-govmanage
http://www.nxp.com/
http://blog.naver.com/nxp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