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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otors 가 Coveted Overdrive Award 의 수상자로 인정한 
Portescap  

Portescap은 General Motors의 제 29회 올해의 공급업체 시상식에서 GM 
Overdrive Award 부문 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Portescap은 2020년 Overdrive 
Award 수상자로 선정된 선발 기업 중 한 곳입니다. 

2012년에 처음 발표된 GM의 Overdrive Award는 지속 가능한 가치 흐름, 총 
기업 원가와 수익성, 안전, 무결함 차량 출고(launch excellence), 가속화되는 혁신 
및 육성 관계 등 GM의 글로벌 구매/공급망 조직에 대한 주요 관심 영역 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공급업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Sanjay Kachroo 수석 운영 이사는 "생명을 구하며 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성과가 중요한 모션 응용분야에 중점을 둔 General Motors의 인정을 받아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Portescap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제조 우수성에 
대한 공헌을 한층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구매/공급망 부문의 Shilpan Amin GM 부사장은 "교통사고 제로, 탄소 
배출 제로, 교통 혼잡 제로인 미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GM은 이 임무에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전 세계 공급업체를 파트너로 삼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GM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며 다가올 기회에 
기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GM 구매, 엔지니어링, 품질, 제조 및 물류 경영진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팀에서 
2020년 올해의 공급업체와 Overdrive Award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제품 구매, 글로벌 구매/제조 서비스, 고객 관리/AS 및 물류 부문의 성과 기준에 
따라 선발되었습니다.  

### 

Portescap은 코어리스 브러시 DC, 브러시리스 DC, 스테퍼 캔 스택, 기어 헤드,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및 디스크 자석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초소형/특수 모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Portescap은 70여 년간 
의료/산업 응용분야의 다양한 범위에서 각양각색의 모션 제어 요구 사항에 
부응해 왔습니다.  

Portescap은 미국/세인트 키츠/인도에 제조 센터를 두고 있으며, 
미국/중국/인도/스위스에 R&D 센터가 있는 글로벌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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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otors(NYSE:GM)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순수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대량 판매 시장부터 고성능 차량에 이르는 제품을 모두 구동시킬 Ultium 
배터리 플랫폼입니다. General Motors, 해당 자회사 및 합작 회사는 Chevrolet, 
Buick, GMC, Cadillac, Baojun, Wuling 브랜드로 차량을 판매합니다. 회사 및 차량 
안전과 보안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OnStar를 비롯한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rtescap 정보 

Portescap은 코어리스 브러시 DC, 브러시리스 DC, 스테퍼 캔 스택, 기어 헤드,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및 디스크 자석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초소형 
및 특수 모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Portescap 제품은 의료, 생명 과학, 계측, 자동화, 
항공 및 상용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70년 넘게 모션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ortescap은 미국, 세인트 키츠, 말레이시아 및 인도에 제조 센터를 두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및 스위스에 R&D 센터가 있는 글로벌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chevrolet.com/?evar25=gm_media_release
https://www.buick.com/?evar25=gm_media_release
https://www.gmc.com/?evar25=gm_media_release
https://www.cadillac.com/?evar25=gm_media_release
https://www.sgmw.com.cn/
https://www.sgmw.com.cn/
https://www.onstar.com/us/en/home/
https://www.gm.com/
https://www.portescap.com/ko-kr
https://www.portescap.com/en/products/brush-dc-motors/all-dc-motors
https://www.portescap.com/en/products/brush-dc-motors/all-dc-motors
https://www.portescap.com/en/products/brushless-dc-motors/all-bldc-motors
https://www.portescap.com/en/products/brushless-dc-motors/all-bldc-mo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