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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4대 거점 구축해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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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넥센타이어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빅데이터를

중앙연구소는 경남 양산의 기술연구소를

수준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다. 2000년 2천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거점 구축을 마무리

수집, 분석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했

비롯해 독일 켈크하임에 위치한 유럽기술

64억원이던 연간 매출은 올해 사상 처음

했다.

다. 또 제품 생산 초기부터 각종 요인을 미

연구소, 미국 오하이오 리치필드의 미국기

으로 2조원 돌파를 예상한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유럽과 미국 연구개

리 탐지하는 ‘예지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술연구소, 중국 칭다오의 중국기술연구소

당시 8%에 불과했던 내수 시장 점유율은

발(R＆D)센터를 신축하고 지난 4월에는

첨단 스마트팩토리로 운영 중이다.

등 국내외 연구소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

현재 25%를 넘었고, 전 세계 150여개국에

서울 마곡에 넥센중앙연구소를 열었다. 최

유럽공장은 올해 타이어 300만개 생산을

을 한다.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

근에는 체코에 유럽 공장을 가동해 제2 성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연간 1천100만개를

중앙연구소는 제품 설계를 비롯해 예측·

돋움했다.

장을 위한 ‘글로벌 넥센’의 4대 거점을 구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는

시뮬레이션과 기초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강호찬 넥센타이어 부회장은 “넥센타이어

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타이어 생산량 연 5천만개 시대를

연구개발센터와 성능연구센터, 재료연구

는 지난 70여년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

유럽 공장은 체코 우스티주 자테츠 산업

열게 된다.

센터 등으로 이뤄진다.

고 타이어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

단지에 약 65만㎡(20만평) 규모로 건립됐

올해 상반기 문을 연 넥센중앙연구소는

넥센타이어는 1942년 흥아고무공업으로

없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

다. 유럽공장은 창녕공장을 건설했던 경험

회사 핵심가치인 ‘도전·창의·협력’을 바탕

시작해 1956년 국내 최초 자동차용 타이어

했다.

과 기술 노하우를 살려 최첨단 친환경 공

으로 건설한 연구개발 허브 센터다. 건물

를 생산한 회사다.

장으로 완공했다.

은 지하 2층, 지상 8층에 연면적 5만7천146

이 공장은 전 공정을 자동화했고, 공장 내

㎡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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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기업 이미지 혁신을 위해 ‘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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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타이어’로 이름을 변경했고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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