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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그룹 소개

1
Introduction



히타치는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로 사회 인프라를 혁신하는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지구 환경 보전), 리질리언스(기업의 지속성과 사회 인프라의 강인성), 
안심, 안전(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T, 에너지, 인더스트리, 모빌리티, 라이프,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6개 
분야에서 OT, IT 및 프로덕트를 활용한  Lumada 솔루션을 제공해, 사회와 
고객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설립 연도

1910
year

350,864
people

·일본: 15만 8,194명

·해외: 19만 2,670명

연결 종업원 수

871
·일본: 159사

·해외: 712사

companies

연결 자회사 수

히타치는 1910년 창업 이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과제를 기업과 개인의 틀을 벗어나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히타치가 품고 
있는 사회 이노베이션의 핵심가치입니다.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의 
글로벌 리더　

1. INTRODUCTION

히타치그룹 소개

연결 매출액

8,729.1
billion yen

2021년 3월 31일 기준

히타치 연결 재무제표는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기반으로 작성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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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분야

2019년부터 시작된 2021 중기 경영 계획에서는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고객의 ‘사회가치’, ‘환경가치’, ‘경제가치’라는 3가지 가치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사회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사업 영역으로서 ‘IT’, ‘에너지’, 

‘인더스트리’, ‘모빌리티’, ‘라이프’ 5가지 섹터를 정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오토모티브 시스템(히타치 Astemo)을 라이프 섹터로부터 독립시켜 6개 

세그먼트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사회 인프라의 기술 개발의 노하우를 살려 각 세그먼트의 

통찰(insight)과 루마다(Lumada)를 결합한 솔루션으로 ‘사람들의 Quality of 

Life 향상’ 과 ‘고객 기업의 가치 향상’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히타치그룹 사업

•디지털 솔루션(컨설팅, SW, 클라우드,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제어 시스템)

•IT프로덕트(스토리지, 서버)

•ATM

•생활·에코 시스템(가전, 공조)

•계측 분석 시스템 (의료용·바이오, 반도체, 산업)

•파워트레인, 섀시, ADAS(선진 운전지원), 이륜차기기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분야

IT

LIFE

AUTOMOTIVE 
SYSTEMS

•빌딩 시스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철도시스템

MOBILITY

•에너지 솔루션 (파워 그리드, 원자력,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유통 솔루션

•물·환경 솔루션

•산업용 기기

ENERGY

INDUSTRY

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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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I, IoT 등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고객 및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 

PRODUCTS & SERVICES
•디지털 솔루션(컨설팅, SW, 클라우드,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제어 시스템)
•IT프로덕트(스토리지, 서버)
•ATM

COVID-19 팬데믹 이후, 사회와 기업이 변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세계적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DX는 시장구조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동, 고령화,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는 가운데 데이터와 AI, IoT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과 

사회의 DX를 실현해 ‘삶의 질’의 향상과 ‘기업의 가치’ 향상에 공헌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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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환경 부하를 절감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PRODUCTS & SERVICES
•에너지 솔루션 (파워 그리드, 원자력, 재생 가능 에너지)

탈탄소 사회를 위한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 자동차와 산업의 전화(電化), 신흥국의 

인구 증가, 경제 성장 등을 배경으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파워 그리드 사업, 에너지 사업, 원자력 사업을 통해서 CO2 배출량의 삭감에 

기여하는 클린 에너지의 확대에 공헌해 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용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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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프로덕트×디지털’로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조

PRODUCTS & SERVICES
•산업·유통 솔루션
•물·환경 솔루션
•산업용 기기

산업계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글로벌 경쟁의 격화, 기후 변동과 

COVID-19의 영향에 의해서 시장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oT, AI, 로보틱스 등 선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DX와 탈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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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시스템과 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경 가치와 사회 가치를 창출

PRODUCTS & SERVICES
•빌딩 시스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철도 시스템

도시 내부의 자동차 의존도를 줄여 환경 부하 저감하고 고층 빌딩에서 유동 

인구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솔루션 등으로 사회 이노베이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쾌적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 안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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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라이프 실현에 기여하며 
사회 가치, 환경 가치, 경제 가치를 창출

PRODUCTS & SERVICES
•생활·에코 시스템(가전, 공조)
•계측 분석 시스템(의료용·바이오, 반도체, 산업)

IoT, AI 등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수명 연장과 가사 부담의 경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라이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타치 하이테크의 

계측 분석 시스템 사업과 반도체 제조·검사 장치 사업 및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즈의 생활·에코 시스템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라이프의 실현에 공헌하며 

사회 가치·환경 가치·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LIFE

10Hitachi Group in Korea

1. 
IntroductionHITACHI GROUP IN KOREA 2. 

Hitachi Group Identity
3. 
Sustainability Management

4. 
Responding to COVID-19

5. 
Hitachi Group in Korea



환경부하 저감, 안전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모빌리티 솔루션의 실현 

PRODUCTS & SERVICES
•파워트레인, 섀시, ADAS(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이륜차기기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환경 부하 감소, 교통사고 

예방, 운전 부담 해소 등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대처하고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갑니다. 메카트로닉스 제어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파워트레인 

시스템, 전동화 시스템, 섀시 시스템 및 선진 운전 지원 시스템(ADAS) 등 사업 

영역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중요 기술 영역인 전동화 및 자동 운전 지원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AUTOMO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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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그룹 아이덴티티

2
Hitachi Group Identity



MISSION

미션 실현을 위해 히타치 그룹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미래의 히타치그룹의
바람직한 모습

히타치그룹이 사회에서 
완수해야 하는 사명

VALUES

VISION

뛰어난 자주기술 · 제품의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히타치 창업 정신

  화합 · 진심 · 개척자 정신

히타치는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이노베이션으로 

  부응합니다. 우수한 팀 워크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활기찬 세계를 지향해 나갑니다.

히타치그룹의 구성원들이 지역이나 사업 분야의 한계를 넘어 우수한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 우리들은 히타치그룹 아이덴티티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창업자인 오다이라 나미헤이가 창업 이래 소중히 계승해 온 기업이념,

그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전임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히타치 

창업 정신. 그리고 그 토대로 히타치의 다음 성장을 향한 본연의 모습을 나타낸 

히타치 그룹의 비전. 이러한 개념을 MISSION, VALUES, VISION로 체계화한 
것이 히타치그룹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히타치그룹 아이덴티티

2. HITACHI GROUP IDENTITY

13Hitachi Group in Korea

1. 
IntroductionHITACHI GROUP IN KOREA 2. 

Hitachi Group Identity
3. 
Sustainability Management

4. 
Responding to COVID-19

5. 
Hitachi Group in Korea



히타치의 창업자 오다이라 나미헤이의 강한 신념 ‘뛰어난 자주 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를 기업 이념으로 계승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탄생된 히타치의 기술·제품이 사회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강한 

원동력이자 히타치 110년 역사의 기반입니다.
창업자 오다이라 나미헤이

뛰어난 자주기술 · 제품의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

항상 주인의식과 정직함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자세,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히타치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는 정신

미지의 영역에 독창적으로 임하려고한다. 항상 우리의 전문 

분야내에서 개척자 역할을 하고, 우리의 역량을 넘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의욕

開拓者精神

和

誠

개척자정신

화합

진심

히타치그룹의 미션

히타치그룹의 가치

2. HITACHI GROUP IDENTITY

1910년, 히타치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광산기계 수리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수입제품과 기술에 의존하던 당시 창업자 오다이라 나미헤이는 
본인들의 기술력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끊임없는 열정으로 제품 만들기에 

도전하는 팀을 꾸렸습니다. 팀의 원동력은, 오다이라의 숭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뛰어난 자주기술 · 제품의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이 신념이 히타치 그룹의 출발점이며, 오늘날 히타치그룹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미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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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가 지향하는 목표 

3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회·환경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히타치의 사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세계 많은 나라가 CO2 배출량의 삭감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양립을 선언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자사의 사업 활동’과 ‘환경 관련 
솔루션의 제공’으로, 환경을 배려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과 경제성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히타치가 
지향하는 목표

3. SUSTAINABILITY MANAGEMENT

사람들의 QoL의 향상 · 고객기업의 가치 향상

사회가치 환경가치 경제가치

OT IT 프로덕트
100년 이상의 실적을 축적한 제어 및 운용 기술 50년 이상의 실적을 축적한 정보기술 창업이래 자주기술에 의한 제품 개발 및 제조

환경 리질리언스 안심·안전

3개의 영역에 주력하고, 사회의 과제와 기업경영 과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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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OALS TO TRANSFORM OUR WORLD

기업 활동 전반에서 공헌하는 목표

비즈니스 전략으로 공헌하는 목표

히타치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과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서,
사회가 직면하는 과제에 솔선하여 SDGs의 달성에 공헌합니다.

히타치는 SDGs의 모든 목표 달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공헌합니다.
·

지속가능경영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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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한 대비

4
RESPONDING TO COVID-19



히타치 제작소는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비접촉 지정맥 인증 장치(C-1)를 발표하였습니다. 
비접촉으로 신원 인증이 가능하여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개인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지정맥 인증 장치 개발

COVID-19
대응 사례   

 

히타치그룹 내외부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의 사업 및 자사 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합니다. 

고객, 파트너, 전 세계 히타치 그룹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가족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고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OVID-19
기본 방침

4. RESPONDING TO COVID-19

ATM과 지폐 교환기 등 금융기관 대상 제품을 취급하는 히타치 

채널 솔루션즈는 고속으로 지폐를 살균할 수 있는 고속 지폐 살균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지폐 살균을 할 수 있게 
되어 전 세계에 안전과 안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속 지폐 살균 장치 개발 

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물체와의 거리를 실시간 측정하는 TOF(Time of 
Flight) 센서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밀접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OF 센서를 활용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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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그룹은 COVID-19 감염증이 폭발적으로 확산한 인도를 시작으로, 

재해·사고·역병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 프로젝트 도입으로 구성원과 회사가 하나 되어 전 세계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지원

4. RESPONDING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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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tachi Group in Korea
한국히타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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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Korea Ltd. 

Hitachi High-Tech Korea Co., Ltd. 

Hitachi Astemo Korea, Ltd.

Hitachi-LG Data Storage Korea, Inc. 

Hitachi Vantara Korea Limited

Hitachi Terminal Solutions Korea Co., Ltd. 

LG Hitachi Ltd.

Hitachi Automation Korea, Inc.

Hitachi Energy Korea Ltd.

Hitachi Metals Korea Co., Ltd.

Pacific Metals Co., Ltd.

Namyang Metals Co.,Ltd.

한국히타치그룹은 5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거쳐

한국 경제, 산업,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모노레일 시스템과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지정맥 인증 기술을 국내 최초 도입하는 등 히타치의 선진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IT, 에너지, 인더스트리, 모빌리티, 라이프, 오토모티브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이노베이션의 전개를 키워드로 한국경제와 산업에 더욱 폭넓게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히타치그룹의 공식 웹사이트

www.hitachi.c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히타치그룹 개요

5. HITACHI GROUP IN KOREA

http://www.hitac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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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는 각 국가의 철도 사업 과제나 요구 사항에 대해 종합 프로바이더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생산하고 철도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은 동서남북 어디든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서 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운영을 실현함과 동시에 대구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새로운 관광 수요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밀, 개인의 정보, 위조 방지 및 비밀번호 노출에 따른 사고 발생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정맥 인증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함께 무매체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확대 실현하여 지정맥 인증 

솔루션으로 편리한 바이오 인증 결제 서비스 제공 및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건강, 쾌적함을 키워드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플라즈마(소형)와 광촉매(대형)기술을 통해 실내 

바이러스를 제균*하고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냄새를 제거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에너지 안정 공급이나 CO2 배출량의 삭감,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OT×IT×프로덕트’의 강점을 살린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 디지털 기술을 조합해 점검 계획의 효율화와 고장 전조 진단, 리모트 모니터링, 

유지 보수의 고도화 등 에너지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과 운전 효율 향상에 

공헌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지정맥 인증 기술의 전개

탈탄소 사회 실현에 기여

공기 정화 시스템 제공

Monorail Solution

Finger Vein Authentication System

Decarbonized Society

Air Purification System

한국히타치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습니다.

한국히타치그룹의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

5. HITACHI GROU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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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그룹은 1962년 히타치제작소 서울주재소의 

형태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9년 10월에 ‘한국히타치철도시스템 · 

히타치제작소 한국지점 · 히타치이스트아시아 

한국지점’ 3개의 조직을 통합하여 출범한 회사가 

한국히타치입니다.

(주)한국히타치
Hitachi Korea Ltd.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10층(서린동, 영풍빌딩) (03188) 

소재지

TEL.
FAX.

+82 (2) 3210-3590
+82 (2) 6322-8598, 8599

연락처

오오타니 토오루

대표자

2009년 10월 1일(1962. 4)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철도시스템, 헬스케어, 송변전 · 플랜트, 전력 · 
산업용 반도체, 사회 인프라 제품의 판매,
국제 조달, 히타치 그룹내 IT 서비스 제공 및 
한국히타치그룹 대표기능

한국히타치는 IT, 에너지, 인더스트리, 모빌리티, 라이프 

등 여러 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히타치의 강점을 살린 신비즈니스의

창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협업으로 진화하는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과제 해결을 

실현하고 사람들의 Quality of Life 향상과 고객의 가치 

향상을 목표로 임하겠습니다.

www.hitachi.co.kr

히타치그룹 각 사와 함께 

'One Hitachi'를 실천하여

'사회 이노베이션'의 전개를 

키워드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더욱 폭넓게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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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는 1978년 닛세이산교 

서울지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히타치 

하이테크놀로지즈코리아로 변경되어 2020년

4월에 히타치 자회사로 되면서 히타치하이테크 

코리아로 상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 , ‘우리의 고객’ , ‘우리 자신’의 건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하고 성장해 나아가고있습니다.

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주)
Hitachi High-Tech Korea Co., Lt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N16층 (13557)

소재지

TEL.
FAX.

031-725-4201
031-725-4209

연락처

미요시 케이타

대표자

2005년 4월 1일(1978.4)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반도체 제조(에칭)장비, 평가·검사 장비, 해석 장비와 
첨단 산업 부재 등

한국에서는 나노솔루션 사업과 산업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솔루션 사업에서는 반도체 

제조·검사 장치와 해석 장치를 판매하고 있으며 산업 

솔루션 사업에서는 사회인프라를 지탱하는 다양한 

첨단 산업 부자재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최첨단·최전선 

사업 창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탁상 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초 · 중 · 

고등학교의 이과 교육 지원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hitachi-hightech.com/kr

‘한국 사회’, ‘우리 고객’, 

‘우리 자신’ 의 건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하며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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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만이 아니라 환경, 안전 및 

쾌적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교통 

기관으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타치아스테모코리아는 메카트로닉스 제어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파워트레인 시스템, 전동화 시스템, 

섀시 시스템 및 선진 운전 지원 시스템(ADAS) 등 사업 

영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중요 기술 영역인 

전동화 및 자동 운전 지원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타치아스테모코리아(주)
Hitachi Astemo Korea,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4층 동주빌딩 (06675)

소재지

TEL.
FAX.

+82 (2) 3775-3150
+82 (2) 3775-3148

연락처

카츠마타 시게카즈

대표자

1993년 5월 18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파워 트레인 시스템, 전동화 시스템, 섀시 시스템, 
ADAS(선진 운전지원 시스템), 커넥티드 등

또한 IoT, 인공지능, 정보, 통신 및 보안 등 

히타치그룹이 보유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차세대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커넥티드 카의 시스템 솔루션을 

히타치 그룹에서 제안하는 등 사람, 자동차, 사회를 

이어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히타치제작소와의 그룹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향한 차량 

이노베이션 활동을 가속화함으로써 환경 부하

감소, 교통사고 예방, 운전 부담 해소 등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대처하고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www.hitachiastemo.com/en/

‘사람’, ‘자동차’,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에 

공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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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코리아(이하 HLDS)는 

히타치제작소와 LG전자가 2000년에 설립한 Joint 

Venture 기업입니다. 

PC용 광디스크 드라이브(ODD), 광픽업장치(OPU) 

분야를 중심으로 무선 충전기, LiDAR(거리 측정 센서), 

발열감지 단말기(Safe Passs),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의 새로운 분야 제품도 개발 및 판매를 하고 

HLDS는 ODD 업계에서 창사이래 Global No.1*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코리아
Hitachi-LG Data Storage Korea, Inc.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9 LG가산디지털센터 (08503)

소재지

TEL.
FAX.

+82 (2) 6945-4500 
+82 (2) 6945-4999

연락처

민병훈/츠지우라 타카시  

대표자

2000년 12월 1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블루레이, DVD광디스크 드라이브, 무선충전기, 
광응용 센서 등의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

또한 IoT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광학 및 전자기 유도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개척에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0~2021 Techno System Research Inc. 및 HLDS 자체 조사

www.hitachi-lg.com/kr

최첨단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전념하여 고객의 니즈를 

넘어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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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 IT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스토리지 및 빅데이터 

Io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타치밴타라는 

고유의 기술과 업계 지식을 결합하여 데이터에 대한 

탁월한 관리는 물론, 거버넌스, 모빌리티 및 분석과 

함께 IoT 플랫폼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히타치밴타라코리아(유)
Hitachi Vantara Korea Limited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01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06170)

소재지

TEL.
FAX.

+82 (2) 2187-0999
+82 (2) 551-3545 

연락처

Ramakrishnan Venkateswaran 

대표자

2003년 2월 13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스토리지 시스템, 컨버지드 및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IoT, 솔루션 공급

히타치밴타라는 정보기술(IT), 운용기술(OT) 및 

도메인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전 세계 모든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www.hitachivantara.com/ko-kr

토털 IT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스토리지 및 빅데이터 Io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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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터미널솔루션즈코리아는 세계 100여 개국에 

핵심 사업인 지폐 감별 계수기를 제조판매하고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히타치오므론 

터미널솔루션즈와의 M&A를 통해 지폐 감별 · 계수기뿐 

만이 아니라 Whole Cashing Solution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계속된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신제품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펜데믹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소형 공기 

제균기 신제품 Teller Environment 

Enhancer(이하,TELLEE)를 출시하였습니다. 

TELLEE는 혁신적인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실내의 

코로나 및 각종 바이러스를 제균*하고 인체에 해로운 

(주)히타치터미널솔루션즈코리아
Hitachi Terminal Solutions Korea Co., Ltd.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길7-6
(18449) 

소재지

TEL.
FAX.

+82 (31) 211-8761
+82 (31) 211-8763

연락처

박원상

대표자

1999년 3월 4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금융기기(지폐정사기, 지폐입금기, 지폐계수기, 
은행원용 입출금기), 공기제균기, 소프트웨어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냄새 또한 제거하여 보다 쾌적한 

사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형 공기 제균기 

BeCleanAir(이하BCA)100을 출시합니다. BCA-100은 

UV-LED 와 광촉매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코로나 및 

각종 바이러스를 제균하고 보다 광범위한 장소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히타치터미널솔루션즈코리아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독창적인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 확고한 믿음으로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hitachi-tsol.co.kr

‘Leading the future

of banking solution.’

고객에게 신뢰받는 세계 No.1 

금융 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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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히다찌는 1986년 창사 이래 히타치그룹의 신뢰도 

높은 IT 플랫폼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해외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니즈까지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히다찌(주)
LG Hitachi Ltd.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8층·10층(LG마포빌딩) (04143)

소재지

TEL.
FAX.

+82 (70) 8290-3700
+82 (2) 3272-9746

연락처

김수엽

대표자

1986년 9월 2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바이오 인증, 결제 서비스, IoT 솔루션,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빅데이터솔루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인프라 SI, 솔루션 해외 수출, 스토리지

[금융솔루션]
•정보전략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금융IT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
•통합로그인(SSO), 승인업무 등에 지정맥 인증 솔루션을
적용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지원

[공공솔루션]
•공공기관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업무 수행 

[해외솔루션]
•국내외 우수 솔루션의 발굴 및 글로벌사업 전개
•HITACHI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해외SI사업 전개

[플랫폼]
•스토리지 전문업체 Hitachi Vantara사의 제품·솔루션 제공
•스토리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서비스 제공

www.lghitachi.co.kr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안전분야의 리더 

Hitachi의 선진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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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오토메이션 코리아는  2002년 7월 KEC의 

한국사무소로 시작하여 2011년 11월 한국 현지 

법인으로 전환, 2019년 4월 히타치그룹사 편입을 거쳐 

2022년 4월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히타치오토메이션 코리아는 자동차 제조, Body 용접 

라인의 설계/제조의 스페셜리스트로써 자동차 제조 

공정, 특히 용접 공정에 많은 실적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히타치오토메이션 코리아
Hitachi Automation Korea, Inc.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07호, 508호

소재지

TEL.
FAX.

+82 (31) 475-6642
+82 (31) 475-6643

연락처

이치키 히로시

대표자

2011년 11월 25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자동차 및 각종 산업용 자동화 설비

자동화 라인의 기획, 설계, 시뮬레이션, 조달, 제조, 

시운전, 설치까지 고객의 설비 제조와 관련한 모든 

단계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장 자동화 

설비의 치구, 반송 및 조립공정에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히타치오토메이션 코리아가 진행한 자동화 

기계 장치는 용접 라인을 메인으로 전용치구, 어셈블리 

장치, 조립 설비로 확대되어 한국, 일본, 미국의 

공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www.hitachi-automation.co.jp

로보틱스SI와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회•환경•경제

가치의 향상에 공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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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에너지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이끄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우리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공공설비, 산업, 인프라 

부문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탄소 

중립적인 미래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척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히타치에너지코리아
Hitachi Energy Korea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1F (06164)

소재지

TEL.
FAX.

+82 (2) 6000-7202
+82 (2) 6000-7204~5

연락처

최석환

대표자

2019년 4월 30일
(Hitachi Energy Korea:2021년 11월 1일 법인명 변경)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초고압제품 (Generator circuit-breakers, High 
Voltage Switchgear, Breakers and Compo-
nents), 변압기 (Transformers), 그리드자동화 
(SCADA & Control Systems, Substation 
Automation, Protection & Control), 전력솔루션 
(HVDC, FACTS, Digital Substation)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유연하며,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히타치 에너지는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입증된 실적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치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90개국에 약 38,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www.hitachienergy.com/kr/kr

우리는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유연하며,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선구적인 기술 리더로서, 

우리는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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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금속한국은 한일특수강 주식회사(1982년 

설립)를 존속 모체로 하여, 2015년에 그룹회사 합병 및 

사업 재편을 통해 한국의 히타치금속그룹 지역 통괄 

회사로서 새롭게발족하였습니다.

히타치금속은 창업 이래 약 110년에 걸쳐 금속재료 

회사로서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금형재료인 공구강 및 

히타치금속한국㈜
Hitachi Metals Korea Co., Ltd.

경기도 시흥시 공단3대로 333,
시화공단 3바 1010호 (15115)

소재지

TEL.
FAX.

+82 (2) 551-4414  
+82 (2) 564-0134

연락처

백종열

대표자

1982년 4월 1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공구강, PVD(고기능 표면처리), 타겟재, 전자재, 
산기재, 케이블

반도체, DISPLAY 관련 전자재료, 자동차와 산업용 부품 

소재인 산기재, 케이블, 연자성재, 장치 사업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타치금속한국은 미래 신사업 분야인 항공기, 

에너지,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개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히타치금속이 보유한 고정밀 고품질 

기술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www.hmk.hitachi-metals.com

글로벌 금속 소재 및 부품 

제조 회사의 기술력으로 주요 

고객사와 함께 최첨단 제품 

개발, 새로운 가치 창조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문화를 

추구합니다.



*1. 

 
*2. 

IATF16949-2016  
인증일 :  2018년 3월 20일
인증번호 : Certificate KR03/00023
 
ISO14001-2015    
인증일 – 2018년 2월 27일
인증번호 : Certificate KR09/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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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금속은 1977년 자성 재료 생산을 위해 

일본의 히타치금속과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이 기술 · 

자본 제휴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사는 ‘자석 제품의 국산화’는 물론 선두 종합 자성 

재료 메이커로서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 · 기술 축적을 통하여 알니코(Alnico) 및 

페라이트(Ferrite) 자석 부문의 국내 및 해외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태평양금속
Pacific Metals Co., Ltd.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92
(39382)

소재지

TEL.
FAX.

+82 (54) 461-7121
+82 (54) 461-8440

연락처

김찬하

대표자

1977년 1월 18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종합 자성재료 생산, 주조 자석, 페라이트(Ferrite) 
자석의 제조 및 판매

고품질의 생산 시스템 및 환경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제 

표준 인증인 IATF 16949*1와 ISO 14001*2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www.pmc.co.kr

인류봉사, 인간존중, 

미래창조의 경영이념 아래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 관리로 

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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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금속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흥기가 태동하던 

1987년 세계 최대 소재 메이커인 일본의 히타치금속 

기업과 자본 및 기술합작으로 설립된 이래 선진 경영 

기법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용 주물소재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한 최첨단 생산 시설을 갖춘 저희 

남양금속(주)
Namyang Metals Co.,Ltd.

남양금속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 활동과 기술 개발을 

통해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기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3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3, 유럽의 폭스바겐을 

포함한 RENAULT、 JAGUAR、 LAND ROVER、

PORSCHE、그리고 일본의 TOYOTA、 HONDA、

MAZDA 등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고품질의 

주물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및 

수소차용 소재 개발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외에 철도, 산업기계, 

건설기계 등 다양한 부분의 사업 확장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자동차 시장 

환경을 대비하며 신사업 진출 

모색 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로 전 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글로벌 No.1

이라는 회사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namyangmetals.co.kr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3길 20 (42982)

소재지

TEL.
FAX.

+82 (53) 610-7500
+82 (53) 610-7700

연락처

김현성

대표자

1987년 3월 10일

설립일OVERVIEW

주요서비스/제품

자동차용 주물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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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tachi.co.kr

기업 정보와 제품 · 서비스의 정보 등 

히타치그룹의 다양한 콘텐츠 소개

히타치 사회 이노베이션

www.hitachi.co.kr
/social-innovation

히타치그룹의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 정보와 프로젝트 사례 소개

Hitachi Brand Channel

www.youtube.com
/user/HitachiBrandChannel

히타치그룹의 사회 이노베이션, 

CSR, 역사, 문화, PR 등의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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