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timaker 는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리더십 팀을 확장합니다
•
•
•

•

Sebastiaan Verhaar, CCO 로 임명
Mariska van IJzerloo, CPO 로 임명
Siebe Beintema, CIO 로 임명
Paul Heijmans, VP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R&D 로 임명

Utrecht – 2020 년 2 월 12 일 – 데스크탑 3D 프린팅 업계의 글로벌 리더인 Ultimaker 는 최근
글로벌 성장을 계속 주도하기 위해 4 명의 새로운 인재들로 리더십 팀을 강화했습니다.
Sebastiaan Verhaar, Ultimaker CCO
Ultimaker 가 상업적으로 APAC, EMEA, 미국에서 성공한 점을 활용하고, 이러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Sebastiaan Verhaar 씨가 최고 커머스 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 CCO)로
임명되었습니다. Verhaar 씨는 Ultimaker 의 글로벌 판매 업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는 Equinix 와 Google 등의 회사에서 16 년 이상 근무하였고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이동통신,
기업 소프트웨어, SaaS, 클라우드, IoT 등의 여러 부문에서 국제 판매 및 비즈니스 개발 팀이
성공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멀리서 Ultimaker 의 빠른 성장을 목격해온 Verhaar
씨는 Ultimaker 의 수익 창출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Mariska van IJzerloo, Ultimaker CPO
Ultimaker 의 야심찬 성장 계획은 글로벌 조직의 강화와 확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Mariska van IJzerloo 씨는 2019 년 말에 Ultimaker 의 최고 인력 담당
책임자(Chief People Officer, CPO)로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인사, 인력, 리더십 개발, 지속
가능성을 담당합니다. Van IJzerloo 씨는 REEBOK, DENSO, Arcadis, Ampelmann 등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15 년 이상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인사,
리더십, 인재 확보, 인재 개발과 더불어 Van IJzerloo 씨의 전문 지식도 야심찬 확장의 세계화를
안내합니다. Van IJzerloo 씨는 조직의 인력이 성장할 때에야 조직의 급성장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모든 Ultimaker 직원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건강하고 고무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Siebe Beintema, Ultimaker CIO
Ultimaker 의 새로운 CIO 인, Siebe Beintema 씨는 IT 및 IT 관련 팀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IT 전략을 추가 규정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Beintema 씨는 Thomas Cook 과 Lefebvre
Sarrut Group/Sdu 등의 회사의 IT 관리팀에서 CIO 로써 쌓은 수년간의 전문지식을 Ultimaker 로
가져왔습니다. 지난 5 년간 Beintema 씨는 다양한 벨기에 및 네덜란드 회사들의 인수와 통합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IT 관리, 웹 개발, ERP 는 물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료 그리고 고객들과 회사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유함으로써
Beintema 씨는 Ultimaker 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Paul Heijmans, Ultimaker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R&D 부사장
Siebe Beintema 씨는 VP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지명된 Paul Heijmans 씨와 협업하게
됩니다. Heijmans 씨는 R&D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Ultimaker 의 CTO 인
Dick Moerkens 씨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는 20 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험을
Ultimaker 로 가져왔으며, 사용자 지정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제품 구성 분야의 경험을
서비스로써의 소프트웨어 구성 및 실행 분야로 접목시킵니다. Heijmans 씨는 Ultimaker 의
소프트웨어 전략 구성 및 실시, Ultimaker Cura 의 발전, 기타 서비스의 미래에 집중하게 됩니다.
Heijmans 씨는 접근 가능한,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팀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으로 3D 프린팅을 채택하게 되는데 있어 주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Ultimaker 정보
2011년부터, Ultimaker는 혁신 전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매일 혁신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3D 프린터 솔루션, 소프트웨어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Ultimaker는 데스크탑
3D 프린팅 시장의 리더입니다. 네덜란드, 뉴욕, 보스턴 및 싱가포르의 사무실과 유로파 및
미국의 생산 시설에서 4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팀이 협력하여 세계의 디지털
유통 및 현지 제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Ultima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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