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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아스 랍(Matthias Lapp),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다 

LAPP 의 세대교체가 도래하다 

 

슈투트가르트, 2022 년 7 월 20 일 – 슈투트가르트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기업 

LAPP 은 2022 년 10 월 1 일 자로 3 세대를 맞이했다. 창립자 우르술라 이다 

랍(Ursula Ida Lapp)의 손자 마티아스 랍(39)이 LAPP 홀딩스 AG 의 CEO 로 

취임하는 것이다. 마티아스의 숙부이자 현 집행이사회 의장인 안드레아스 

랍(Andreas Lapp)(66)과 마티아스의 부친이자 감독이사회 의장인 지크베르트 E. 

랍(Siegbert E. Lapp)(70)은 2022 년 9 월 30 일 자로 경영진의 자리를 내려놓고 

은퇴한다. 

 

마티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원들 모두와 함께 LAPP 을 밝은 미래로 

이끌고자 합니다. LAPP 은 확고한 전략과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우리 시대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 기술 통합 솔루션의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LAPP 의 세대교체의 출발점은 마티아스 랍이 독일을 

포함하여 LAPP 의 핵심 비즈니스 지역을 총괄하는 LA EMEA 의 CEO 에 취임한 

201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의 빅 스텝을 내딛을 때가 

되었다. 안드레아스 랍은 회계연도 2022/23 의 시작점인 2022 년 10 월 1 일 자로 

조카 마티아스 랍에게 집행이사회의 의장직을 넘겨줄 예정이다. 마티아스는 LA 

EMEA CEO 와 집행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게 된다. 동시에 지크베르트 E. 랍은 

감독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2015 년부터 감독이사회 위원을 역임한 부의장 한스 

슈마허(Hans Schumacher) 박사(67)에게 넘겨준다. 안드레아스 랍의 딸 카타리나 

랍(Katharina Lapp)(24)은 새로운 감독이사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랍 가문의 

일원이 계속해서 관리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요직에 앉음으로써, LAPP 은 

가족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42 년과 35 년 만의 퇴임 

LAPP 의 창립자인 부친 오스카르 랍(Oskar Lapp)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1987 년부터 지크베르트와 안드레아스 형제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나눠지고 

모친 우르술라 이다 랍과 나란히 회사를 경영했다. 지난 35 년간 그들은 LAPP 을 

세계적인 기업이자 연결 기술 글로벌 시장의 선두 주자로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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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사회의 의장 지크베르트 E. 랍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되돌아보면 저도 

안드레아스도 만족스럽고 성공적이었지만, 그만큼 삶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는 10 월부터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인생을 돌이켜보고 LAPP 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맨 앞줄에서 관람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유주 

자격으로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멘토로서 자녀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안드레아스 랍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는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려면 LAPP 의 젊은 피가 최전선에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기업으로서의 뿌리, 가치, 정체성에 충실하는 한편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3 세대, 경영진 그리고 직원 모두가 LAPP 을 

성공적인 미래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마티아스 랍과 카타리나 랍: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창립자 우르술라 이다 랍(1930~2021)의 장손인 마티아스 랍은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여러 기업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후 2010 년 LAPP 그룹에 합류하였다. 

2017 년 이후 U.I. LAPP GmbH 의 상무이사로서, 마티아스는 라틴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총괄하는 LA EMEA, 다시 말해 LAPP 그룹 최대의 판매시장을 

담당하고 있다. 마티아스는 LAPP 그룹의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바람직한 기업문화 조성과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카타리나 랍도 사촌 마티아스가 그랬듯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경력을 이어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각종 파티와 행사에 출석하였고, LAPP 의 각종 분야에서 

방학 중 근무와 인턴십을 통해 직무 경험을 쌓았다. 후에는 안드레아스 랍이 공동 

출자하고 2019 년에 완공한 코트디부아르의 학교 컬리지 안드레아스 랍(Collège 

Andreas Lapp)의 공사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았다. 학교를 졸업한 후 카타리나는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하여 메카트로닉스의 기초, 정보기술, 전기공학의 기초를 

다지고 LAPP 그룹의 미래 주요 전략 시장인 아프리카 대륙에 중점을 두어 

국제경영학을 공부하였다.  

*** 

사진 자료 

이 보도 자료에는 인쇄 가능한 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모티브를 자르는 것 외에는 편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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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 가문 

 

기업가 집안의 2 세대와 3 세대   

사진 : Lapp 

이곳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 랍 & 카타리나 랍  

 

마티아스 랍과 카타리나 랍은 가족기업의 

역사에 함께 새로운 장을 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사진 : Lapp 

 

이곳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 랍& 안드레아스 랍 

2022 년 10 월 1 일 자로 마티아스 랍은 숙부 

안드레아스를 대신해 LAPP 그룹의 CEO 로 

취임한다. 

사진 : Lapp 

 

이곳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ppkabel.de/fileadmin/DAM/Global_Media_Folder/news/press/2022/20220619_familie_lapp_04.jpg
https://www.lappkabel.de/fileadmin/DAM/Global_Media_Folder/news/press/2022/20220619_katharina_matthias_lapp_01.jpg
https://www.lappkabel.de/fileadmin/DAM/Global_Media_Folder/news/press/2022/20220619_andreas_matthias_lapp_03_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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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리나 랍 & 지크베르트 랍 

 

카타리나 랍은 가문의 일원으로서 새로이 

감독이사회에 합류한다. 

사진 : Lapp 

 

이곳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보도 관련 문의처 

Ann-Kathrin Hoffmann  

Marketing Communications  

Telephone: +49 711 78385702 

ann-kathrin.hoffmann@lapp.com 

 

U.I. Lapp GmbH 

Schulze-Delitzsch-Str. 25  

70565 Stuttgart 

 

Irmgard Nille    

IN-Press    

Mobile: +49 160 97346822 

irmgard.nille@in-press.de 

 

 

 

LAPP 에 관하여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LAPP 은 케이블 연결 기술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 및 브랜드제품 공급업체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 

LAPP 의 포트폴리오는 표준 케이블, 고유연성 케이블, 산업용 커넥터, 나사 기술, 

맞춤형 시스템 솔루션,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 전용 자동화 기술 및 로봇공학 

솔루션, 각종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LAPP 의 핵심 시장은 산업기계와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며, 그 밖에도 식품 산업, 물류, 에너지, 모빌리티 등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https://www.lappkabel.de/fileadmin/DAM/Global_Media_Folder/news/press/2022/20220714_Doppel_SL_KL_06-v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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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P 은 1959 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창립자 가문이 기업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회계연도 2020/21 년에는 연결 매출 14 억 2300 만 유로를 달성하였다. LAPP 

그룹(비연결 회사 포함)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약 4,586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21 개의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44 개 이상의 판매업체를 보유하는 한편 

100 개소 이상의 국제 사무소와 협업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lappconnect.lappgroup.com/en/press    

 

 

LAPP 을 구독해 보세요: 

 

      

https://lappconnect.lappgroup.com/en/press
https://www.facebook.com/LappGroup
https://www.instagram.com/lapp.deu
https://twitter.com/lapp_deu
https://www.youtube.com/c/LAPPDEU/videos
https://www.xing.com/pages/u-i-lappgmbh
https://de.linkedin.com/company/lapp-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