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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 Group, 아시아 성장세 지원 위해 싱가포르 지사 

대규모 확장 

창의적인 놀이 경험 전파라는 LEGO Group의 기업 글로벌화 전략에 따른 중요한 성과로서 새롭게 확장한 

싱가포르 지사가 문을 엽니다. 

 

싱가포르, 12월 4일: LEGO Group은 오늘 새롭게 단장한 싱가포르 지사의 문을 엽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전 세계 다섯 개 핵심 지사 중 하나로서, 지난 수년간 꾸준히 규모를 확장해 왔으며 현재 220명의 LEGO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무소는 총 400명의 LEGO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는 LEGO Group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LEGO Group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져 대규모 신규 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창의적인 LEGO 놀이 경험을 세계 각지의 어린이에게 전파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의 사고를 키우고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당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며 

각지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이러한 노력의 주요한 부분을 견인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싱가포르 핵심 지사는 당사의 글로벌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게 되어 몹시 기대가 큽니다." 

LEGO Group의 Chief Commercial Officer인 Loren I. Shuster가 전합니다. 

LEGO Group의 거점으로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입지는 현재 중국 자싱에 건설 중인 공장으로 인해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자싱 공장에서는 최근 LEGO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완전 가동이 시작되면 

아시아 시장에 공급될 LEGO® 제품 중 대부분이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아시아에서 놀랄 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신축 공장 완공으로 이제 더 많은 어린이에게 

LEGO 놀이 경험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LEGO 제품은 엄격한 글로벌 안전 및 품질 요건에 

따라 생산됩니다. 자싱 공장 역시 당사의 여타 제조 설비에 적용되는 동일한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Loren I. Shuster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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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무 방식 

LEGO Group의 핵심 지사 다섯 곳 중 두 곳이 아시아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에서 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지사가 설립되었던 

싱가포르의 신규 지사에서는 2014년 런던 핵심 지사 설립과 함께 도입된 '활동 기반 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적용합니다. 

"LEGO Group은 기업을 '계층화'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접근법이 성공의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개인이나 팀을 위한 최선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평등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기반 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은 LEGO Group 기업 문화의 핵심인 협업 정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LEGO Group의 Senior Vice President 겸 Head of Asia-Pacific인 Marko 

Ilincic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싱가포르 지사 소개: 

 싱가포르 핵심 지사는 조달, IT, 재무, 법무, HR 및 LEGO Asia Pacific 경영진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싱가포르 센트럴 베이 에어리어의 비치로드 38번가에 위치한 상업 빌딩인 South Beach 

Tower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면적은 3개 층에 걸쳐 5,247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기존 싱가포르 지사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신규 지사는 400명의 LEGO 직원을 수용할 수 있고, 현재 220명의 LEGO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지사: 

LEGO Group은 지난 수년간 현지 영업 사무소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으며, 2013년에는 핵심 

지사 수를 늘린다는 발표를 통해 LEGO Group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LEGO Group은 현재 다음과 같이 전 

세계 다섯 곳에 핵심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덴마크 빌룬트(본사) 

 미국 코네티컷 엔필드 

 영국 런던 

 중국 상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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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설:  

 LEGO Group은 현재 다음과 같은 지역에 공장을 소유 및 가동하고 있습니다.  

o 덴마크 빌룬트 

o 멕시코 몬테레이 

o 헝가리 니레지하자  

o 체코 클라드노  

 2014년 4월에는 중국 상해로부터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자싱에서 LEGO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아시아 전역에 LEGO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Roar Rude Trangbæk 

LEGO Group Press Officer 

전화: +45 7950 4348 

이메일: Media@LEGO.com 

싱가포르: 

Kathrine Bisgaard Vase 

Senior Communication Manager 

전화: +45 5319 4739  

이메일: Kathrine.bisgaard.vase@LEGO.com  

 

 

레고 그룹 소개  

레고 그룹은 덴마크 빌룬트에 본사를 두고 미국 엔필드, 영국 런던, 중국 상해, 싱가포르에 주요 

지사를 두고 있는 비상장 가족 소유 기업입니다. 1932년 Ole Kirk Kristiansen이 설립한 이래 레고를 

상징하는 레고® 블록을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완구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Only the best is good enough 최고만이 최선이다"는 경영 철학에 따라 창의적인 놀이와 학습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사고를 키우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레고 제품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www.LEGO.com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고 그룹 소식과 재정 성과 및 책임 경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LEGO.com/aboutus를 

참조하십시오.  

레고, 레고 로고, 미니피겨, 듀플로, 키마의 전설, 닌자고, 바이오니클, MINDSTORMS 및 믹셀은 레고 

그룹의 상표입니다.©2015 The LEG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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