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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베이, 그룹 CEO로 일함 카드리를 임명하다.
2018년 10월 9일, 브뤼셀‐‐‐솔베이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자 이사회 이사 겸 그룹의 CEO로
일함 카드리를 임명했으며, 임기는 2019년 3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 날로 일함 카드리는
공식적으로 장피에르 클라마듀의 뒤를 잇게 되고, 장피에르 클라마듀는 솔베이 이사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일함 카드리는 2019년 1월1일 솔베이에 합류할 예정이며, 리더십을 맡아 솔베이의 변환 전략을
이어가기 전 2 달간 장피에르 클라마듀와 인수인계를 할 예정이다.
일함 카드리는 미 위생기술서비스 회사 다이버시의 CEO이자 대표로서, 2013년부터 이 회사의
회생과 카브아웃(carve-out), 사모펀드로의 주식 매각을 이끌었으며,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Shell-Basell, UCB-Cytec, Huntsman, Dow Chemical 같은 일류 다국적 기업들에서
근무한 풍부한 국제 경험을 솔베이에 가져온다.
솔베이 이사회 의장, 니콜라스 보엘은 "솔베이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일함 카드리를 솔베이 그룹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전략시장에 대해 그녀가 가진 지식과 철저한 고객 중심 사고, 그리고 신선한
비전을 보여주는 능력은 그룹이 문화적 변환을 가속하고 성장 잠재력을 펼치는데 필요로 하는
리더의 모습이다. 그녀는 탄탄하고 노련한 솔베이 경영 팀과 함께 이 임무를 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함 카드리는, "이사회가 나에게 보여준 신뢰에 감사한다. 그룹에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그룹이 가진 과학에 대한 열정과 가치관과 변화는 내가 개인적, 직업적으로 걸어온 길과
일맥상통한다. 내년 초, 나는 솔베이 팀과 함께 혁신, 협력, 고객 중심 문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기반으로 가치 창출에 매진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솔베이에서 내가 하게 될 활동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모로코 국적자이자 프랑스 국적자인 일함 카드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화학폴리머물질
학교에서 공학 학위를, 스트라스부르의 루이 파스퇴르 대학에서 고분자 물리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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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ay is an advanced materials and specialty chemicals company, committed to developing chemistry that addresses
key societal challenges. Solvay innovates and partners with customers worldwide in many diverse end markets. Its
products are used in planes, cars, batteries, smart and medical devices, as well as in mineral and oil and gas extraction,
enhancing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Its lightweighting materials promote cleaner mobility, its formulations optimize
the use of resources and its performance chemicals improve air and water quality. Solvay is headquartered in Brussels
with around 26,800 employees in 61 countries. Net sales were €10.1 billion in 2017, with 90% from activities where
Solvay ranks among the world’s top 3 leaders, resulting in an EBITDA margin of 22%. Solvay SA (SOLB.BE) is listed on
Euronext Brussels and Paris (Bloomberg: SOLB.BB ‐ Reuters: SOLB.BR) and in the United States its shares (SOLVY) are
traded through a level‐1 ADR program. Financial figures take into account the announced divestment of Polyam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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