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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 하르퉁(Christoph Hartung) 신임 의장 선임과 함께 이타스 이사회 재구성 예정 
 

• 프리트헬름 피카르트(Friedhelm Pickhard), 번드 허거트(Bernd Hergert), 크리스토퍼 

화이트(Christopher White), 2020년 12월 31일부로 이타스 이사직 사임 

• 한스-귄터 그로마이어(Hans-Günter Gromeier)와 괴츠 니게(Götz Nigge), 이사회 합류 

 
 
슈튜트가르트 – 크리스토프 하르퉁(Christoph Hartung, 47) 신임 회장이 2021년 1월 1일부로 

이타스 이사회의 의장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에 보쉬에 합류한 하르퉁 신임 회장은 현재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Connected Mobility Solutions) 사업부의 부사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메사츄세츠 주립대학교 다트머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에서 산업 공학 

및 경영 과학 학사 학위와 컴퓨터 및 정보 과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제조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로버트보쉬 이사회 위원으로서 보쉬의 

100% 자회사인 이타스를 담당하고 있는 마르쿠스 하인(Markus Heyn) 박사에 따르면, “하르퉁 신임 

회장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전장 개발에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이타스 이사회의 의장을 맡게 되면서 이타스는 고객을 위한 차량의 디지털화라는 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경영인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르퉁 신임 회장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사임하는 프리트헬름 피카르트(Friedhelm Pickhard, 61) 

회장의 뒤를 이어 이타스를 이끌게 됩니다. 피카르트 회장은 1989년에 텔딕스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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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그룹장을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쉬 그룹에 몸담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이타스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기업 전략, 연구·개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자회사 에스크립트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인 박사는 “피카르트 회장의 노고와 기업가적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이타스가 

탁월한 지위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타스의 성공적인 발전에는 피카르트 회장의 공로가 컸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번드 허거트(Bernd Hergert, 59) 운영 수석 부사장도 2020년 12월 31일부로 이타스의 이사회에서 

물러납니다. 2014년부터 이타스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운영 담당 수석부사장으로서 구매 및 

물류, 재무 및 세무, 기획 및 통제, 인사,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품질 관리 및 프로세스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괴츠 니게(Götz Nigge, 50) 신임 수석부사장이 허거트 

수석부사장의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경영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그는 현재 로버트 보쉬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 부문의 영업 이사입니다. 이타스 이사회에 새롭게 합류할 세 번째 경영진은 한스-

귄터 그로마이어(Hans-Günter Gromeier, 51) 신임 수석부사장으로, 현재 이타스에서 마케팅, 기업 

전략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그로마이어 신임 

수석부사장은 25년 전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이타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경영 

석사 학위도 보유하고 있는 그는 2013년부터 이타스 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크리스토퍼 

화이트(Christopher White, 60) 수석부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타스의 영업 및 고객 지원을 

책임지게 됩니다. 화이트 수석부사장은 2021년 1월 1 일부터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하인 박사는”피카르트 회장, 허거트 수석부사장, 화이트 수석부사장이 지난 수 년 간 이타스에 보낸 

헌신과 노력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타스 

이타스는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온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툴을 

비롯하여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베디드 보안 자회사 에스크립트를 통해 IoT에 대한 전체론적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4 년에 설립된 이타스는 보쉬 그룹의 100 % 자회사로 유럽, 북미 및 남미, 아시아에 

해외 자회사와 영업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타스에 대한 정보는 www.eta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t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