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리콘랩스, 세일즈 총괄 수석부사장
브랜든 톨라니 부사장 영입
- 반도체 세일즈 및 마케팅 전문가,

리더십 및 매출액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 기대
2016년 1월 6일 – 실리콘랩스(Silicon Labs, 지사장 백운달)는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서 20년
이상의 세일즈 및 마케팅 임원으로 화려한 경력을 보유한 브랜든 톨라니(Brandon Tolany)를
실리콘랩스의 전세계 세일즈를 총괄하는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톨라니 수석
부사장은 핵심적인 임원 역할을 부여 받아, 전세계 세일즈 및 유통 채널 개발을 비롯해 OEM
고객사 들과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 실리콘랩스의 매출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리콘랩스의 타이슨 터틀(Tyson Tuttle) CEO는 “브랜든이 실리콘랩스의 수석 경영팀에 합류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뛰어난 리더십과 확고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인력 관리 스킬을
통해, 브랜든은 실리콘랩스의 고객사 및 유통 협력업체에 스마트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우수한 에너지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랩스에 합류하기 전, 톨라니 부사장은 프리스케일 반도체에서 수석 부사장 직위로
세일즈 및 마케팅 최고 책임자 직책을 맡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시장 전체를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고성과의 조직으로 프리스케일을
탈바꿈시켰다. 톨라니 부사장은 마이크로컨트롤러 분야를 책임지는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직을
비롯해 프리스케일 미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세일즈 및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사 등
다양한 직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톨라니 부사장은 2004년부터 프리스케일(모토로라)에서 활동하였으며 프리스케일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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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사업부 이사가 되었다. 프리스케일에 합류하기 전, 톨라니
부사장은 루미넌트(Luminent)의 세일즈 및 비즈니스 개발 이사로 전세계 마케팅 업무를
주도했다. 이전 경력으로 그는 미쯔비시 일렉트릭에서 제품 담당 매니저로도 활동했다. 톨라니
부사장은 오스틴에 소재한 텍사스 주립 대학교에서 통신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브랜든 톨라니 부사장은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기업에서 전세계 세일즈 및
유통 사업부를 주도하는 흥미진진한 과제를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고
있다”면서 “실리콘랩스는 IoT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실리콘랩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통틀어 수천만 고객사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글로벌 세일즈 팀을 리드하는 역할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실리콘랩스에서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뉴스: http://news.silabs.com/
블로그: http://blog.silabs.com/
트위터: http://twitter.com/siliconlabs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iliconlabs
실리콘랩스 제품 검색: www.silabs.com/parametric-search
실리콘랩스 본사 PR문의: Dale Weisman, +1 512-532-5871, dale.weisman@silabs.com
실리콘랩스 본사 IR 문의: Jalene Hoover +1 512- 428-1610, Jalene.Hoover@silabs.com

실리콘랩스 회사소개
실리콘랩스(Silicon Labs)는 IoT(Internet of Things), 인터넷 인프라, 산업 자동화, 컨수머 및 자동차 시장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하는 선도 기업이다. 실리콘랩스는 전자산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성능, 에너지 절약, 커넥티비티, 설계 단순성 등 상당한 이점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혼합신호 설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팀을 갖춘
실리콘랩스는 초기 아이디어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개발자들이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툴과 기술력을 제공한다. 실리콘랩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www.silabs.com 참조.
주의: 전망적 발표자료
본 보도자료에는 실리콘랩스의 현재 예상을 바탕으로 한 전망적 발표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전망적
진술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중요한 요소들은 예상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전망적 진술에서 실리콘랩스의 재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결과를 다르게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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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는 실리콘랩스가 SEC에 제출한 자료 참조. 실리콘랩스는 새로운 정보, 향후 사건
또는 다른 요인의 결과이든 아니든 간에 전망적 진술에 대한 업데이트 및 수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참고사항:
Silicon Labs, Silicon Laboratories, “S” 심볼, Silicon Laboratories 로고 및 Silicon Labs 로고는 Silicon
Laboratories Inc.의 상표이다. 또한 보도자료에 언급된 다른 모든 제품명은 각 소유자의 상표이다.
PCI-SIG®, PCI Express®, PCIe®, M-PCIe®는 PCI-SIG 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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