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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ch Rexroth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이사회 멤버로 Thomas
Donato 임명
Jan Saeger | 15/12/2021 | 로어암마인

성장과 기술 트랜스포메이션 촉진을 위한 결정
• 성장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직책 일부 조정

• 영업과 기술 분야에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Thomas Donato는 이사회 위원 외에도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사업부 책임자를 맡을 예정

• Holger von Hebel은 CFO 및 노사관계 이사 직책에 집중

• 산업용 유압장치 사업부 책임자로 Guido Hettwer 임명

• Steffen Haack 박사는 엔지니어링 분야 이사회 위원과 신사업 제품 분야 책임자로서의 직책에 집중

Thomas Donato, 2022년 1월 1일부터 Bosch Rexroth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부문 경영진 멤버이자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사업부 책임자
(이미지 출처: Bosch Rexroth)

로어암마인 – Bosch Rexroth가 2022년 1월 1일부로 Thomas Donato를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부문의 경영
진 멤버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다른 직책 외에도 Bosch Rexroth 최대 사업부인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사업부의 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몇 가지 이사회 직책도 조정됩니다.

Thomas Donato(49세)는 Bosch Rexroth에 합류하기 전 Rockwell Automation 글로벌 영업 마케팅 책임자
겸 상무를 역임했습니다. 여기서 18년간 근무하며 기술과 지역에 관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Robert
Bosch GmbH 경영진의 일원이자 Bosch Rexroth AG 이사회장인 Rolf Najork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설
명합니다. "Thomas Donato의 합류는 국제 경험이 풍부한 임원이 Bosch Rexroth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
는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고 전기화, 자동화, 로봇공학, 서비스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
습니다. 이는 이동기계용 유압장치의 전략적 개발을 견인하는 또 다른 자극제입니다. 그와 이사회에서 협력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Donato는 자동화 전문 기업인 Rockwell에 입사하기 전에 약 8년간 ABB Robotics에서 라디오와 TV 기술자
로 근무한 후 다름슈타트에서 공부하며 엔지니어링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다음의 말로 합류 소감을 전했
습니다. "고객들 그리고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글로벌팀과 함께 일할 날이 기대됩니다. 이동식 기계의 기술 트
랜스포메이션이 제공하는 잠재력을 함께 이용하고 그에 따라 이 분야에서 Bosch Rexroth가 보유한 강력한
시장 지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가 맡게 된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사업부 책임자 자리의 전임
자 Holger von Hebel은 10월 Bosch Rexroth의 CFO 겸 노사관계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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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달성을 위한 임원 직책 조정

이동기계용 유압장치 사업부의 이사회 직책 조정으로 이제 이사회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러 사업부
의 직책을 합쳤기에 추가 경영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Najork는 이렇게 말합니다. "Thomas Donato를 임명
하고 직책을 조정하면서 이사회는 Bosch Rexroth의 성장과 기술 개발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산업용 유압장치 사업부 책임자 Hettwer

2022년 1월 1일부로 사업부 내에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Guido Hettwer가 산업용 유압장치 사업부
책임자로 부임합니다. 전임자 Steffen Haack 박사는 엔지니어링 분야 이사회 위원 겸 신사업 제품 분야의 책
임자이며 역시 이사회에 임명될 때 경영진 직책 외에 산업용 유압장치 사업부의 책임자 자리를 유지한 바 있
습니다. Hettwer는 현재 산업용 유압장치의 영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업무를 맡아도 이 직책을 유
지할 것입니다.

Bosch Rexroth 기본 정보
구동 및 제어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Bosch Rexroth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기계 및 시스템의 효율적
이고 강력하며 안전한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중장비, 산업 기계 및 엔지니어링 그리고 공장 자동화 부문에서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경험을 갖추었으며 지능형 컴포넌트와 고객 맞춤 시스템 솔루션 및 다양한 서비스를 통
해 완전히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사물인터넷 인터페
이스를 포함하여 각종 유압장치, 전기 드라이브 및 제어 기술, 기어 기술, 리니어 모션과 조립 기술 등을 고객
에게 제공합니다. 2020년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약 29,6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약 52억 유로의 영업 매출
을 올렸습니다.

Bosch 기본 정보
Bosch 그룹은 기술과 서비스 면에서 앞서가는 글로벌 공급업체입니다. 전 세계 고용 인원이 약 395,000명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2020년 매출은 715억 유로입니다. 사업 부문은 모빌리티 솔루션, 산업 기술,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및 건축 기술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Bosch는 앞서가는 IoT 공급업체로서 스마트 홈, 4
차 산업,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osch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흥미
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추구합니다.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서비스, IoT 클라우드 등에 대한 자사 노하우를 활
용하여 고객이 연결된 교차 도메인 솔루션을 단일 소스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Bosch 그룹의 전략
적 목표는 인공지능(AI)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개발 또는 제조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으로 연결된 삶
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Bosch는 혁신적이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인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즉 Bosch는 '삶을 위한 발명' 기술을 창조합니다. Bosch 그룹은 Robert Bosch GmbH
와 약 440개 자회사 및 60여 개국의 지사로 이루어집니다. 영업과 서비스 파트너를 포함하면 Bosch의 글로벌
제조, 엔지니어링, 영업 네트워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400곳 이상에서 활동하는 Bosch 그룹은 2020년 1분기 이후 탄소 중립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 기반은 혁신입니다. Bosch가 세계 129개 장소에서 고용한 연구개발 인력은 약 73,000명이며 그중 거의
34,000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언론 담당
언론 담당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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