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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공급업체, 파트너 여러분께:
TE Connectivity의 CEO로서 첫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상생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사진에 계속 남아 주실 전 CEO인 Tom Lynch의 뒤를 잇게 된 것과 지난 십 년 간 그와 함께 TE의 전략과 비전 및 수직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TE
오퍼레이팅 어드밴티지(TE Operating Advantage, TEOA)라고 불리는 Lean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Tom 이사의 CEO 직책이 저에게 이양되었지만 저희 경영진의 균형과 TE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CEO직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TE에서 15년 이상 CFO와 산업 솔루션 부분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TE
사장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여러분과 함께 일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이 획기적인 기술과 제품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당사의 커넥터와 센서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전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힘들고 어려운 엔지니어링
과제에 자발적으로 도전해 혹독한 환경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TE라는 회사의 근간은 함께하는 혁신을 통해 최고의 고객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파트너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당사의 최고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TE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과 기술 및 지속적인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국내 기반의 리소스 및 제조와 함께 그 범위를 글로벌로 넓히겠습니다.



고객, 공급업체, 파트너 여러분이 당사와 편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확고히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최고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해당 TE 담당자 또는 terrence.curtin@te.com으로
TE와의 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이사진과 전 세계의 75,000명 TE 직원을 대표하여, 귀사의 커넥터와 센서 및 지속적인 전략적 협업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힘을 합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생산적인 ‘Connected World’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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