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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제작소는 1962년 히타치제작소 서울주재소의 형태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9년 10월에 전신인 3개의 조직 

(한국히타치철도시스템, 히타치제작소 한국지점, 히타치이스트아시아 

한국지점)을 통합하여 출범한 회사가 한국히타치입니다. 

2012년에는 히타치그룹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의 오랜 시간을 거쳐 한국 경제, 산업,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히타치그룹이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한국 각계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경제와 사회, 기술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한국 경제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며 영역을 확장해 가는 한국 사업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제공해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히타치는 히타치 창업 시부터 계승되고 있는 

'화합(Harmony)', '진심(Sincerity)', '개척자 정신(Pioneering Spirit)' 이라는 

'히타치 창업 정신(VALUES)' 을 발휘하면서 '뛰어난 자주기술 · 제품의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라는 '미션(MISSION)' 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히타치그룹 각 사와 함께 'One Hitachi' 를 실천하여 '사회 

이노베이션' 의 전개를 키워드로 한국경제와 산업에 더욱 폭넓게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Innovative
& Global

Global Innovation 
Together with Korea!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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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히타치
대표이사 사장

오오타니 토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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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도

연결 조정 후 영업이익 *1 *2연결 종업원 수 *3

주요지표

48%22%

4,238.1 billion yen

연결 매출액 *1

연결 연구개발비 *1연결 자회사 수 *3

1910

661.8301,056

8,767.2

293.7814

billion yenyear

people billion yen

billion yencompanies

사회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실현하는 히타치

일본 외 전 지역

22%
IT

4%
에너지

12%
모빌리티

10%
히타치건기

9%
히타치금속

7%
히티치화성

5%
기타

9%
인더스트리

라이프

Hitachi Realizing the Value 
of Social Innovation

Numbers with Hitachi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사업내용

대표자

Hitachi, Ltd.

6-6,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280, Japan

OT(Operational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프로덕트를 결합한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 제공

Toshiaki Higashihara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r, President & CEO

Outline of Hitachi

히타치는 IT(정보기술), OT(운영기술) 및 프로덕트를 결합한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연결 기준 매출 수익은 8조 7,672억 엔이며, 

2020년 3월 말 시점 연결 종업원 수는 약 301,000명입니다. 

히타치는 모빌리티 · 라이프 · 인더스트리 · 에너지 · IT 5개의 분야에서 

루마다(Lumada)를 활용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사회가치, 환경가치, 
경제가치 향상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타치제작소의 

공식 웹사이트 https://www.hitachi.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Japan: 173, Outside of Japan: 641

Japan: 162,100, Outside of Japan: 138,956
*1 
2020년 3월기 결산 

(2019년 4월1일~2020년 3월31일)

*2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 일반 

관리비의 액수를 제외하여 산출한 

지표입니다.

*3 
2020년 3월 31일 시점

참고: 히타치 연결 재무제표는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히타치제작소

유럽

10% 

북미

13% 52%
일본

4,529.0 billion yen

기타지역

5% 

아시아

1,767.5 billion yen
20% 

1,102.9 billion yen

443.1 billion yen

924.4 billion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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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별 수익현황

*1   히타치화성(주)는 2020년 4월 28일, 쇼와덴코(주)의 연결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  라이프 세그먼트에 포함된 (주)히타치하이테크는 2020년 5월 20일, (주)히타치제작소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완전 자회사화에 수반하여 2019년도 실적도 라이프 세그먼트로 재편성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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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VUCA)의 

시대로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고령화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에 

꾸준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히타치의 설립자 오다이라 나미헤이(Namihei Odaira)는 

창업 당시 ‘우수하고 독창적인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자’ 는 미션을 제창했습니다. 

히타치는 지금까지도 위 미션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사회 인프라 기술 개발을 통해 각 시대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람들의 

삶의 질(QoL)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히타치의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은 

사회 인프라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노하우를 쌓아온 운영기술 OT(Operational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프로덕트, 

시스템을 결합한 토털 솔루션, 루마다(Lumada)를 

시작으로 한 디지털 솔루션, 그리고 전 세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회와 

고객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타치그룹 · 아이덴티티는 히타치그룹의 구성원들이 

지역이나 사업 분야의 한계를 넘어 우수한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 창조된 기업 이념입니다. 110년에 이르는 

히타치의 역사 속에서 해당 미션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중하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히타치의 가치관 또한 히타치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전임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히타치의 비전은 이러한 미션과 

가치관을 토대로 다음 성장 단계에서 발전을 거듭해나갈 

히타치그룹의 미래상을 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 

가치관 및 비전을 더욱 간단한 개념인 히타치그룹 

아이덴티티로 체계화하였습니다.

히타치그룹의 아이덴티티와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을 위한 노력

The Hitachi Group Identity
and Social Innovation Business

Hitachi Group Identity

MISSION

미션 실현을 위해 히타치 그룹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미래의 히타치그룹의
바람직한 모습

히타치그룹이 사회에서 
완수해야 하는 사명

히타치그룹 ·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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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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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그룹 · 아이덴티티를 토대로 

사회, 환경, 경제가치를 높이고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PROFILES



오오타니 토오루 대표이사 사장 취임

본점 이전(종로구 청계천로 영풍빌딩)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시스템 개통

타케우치 케이지 대표이사 사장 취임

하타타니 케이지 대표이사 사장 취임

히타치그룹 한국사업 진출 50주년 기념식 개최

업무 규모 확대로 본점 이전(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 빌딩)

한국히타치 출범 및 3거점 경영통합(종로구 공평동)

한국히타치철도시스템, 대구지점 개설

한국히타치철도시스템, 대구시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시스템 수주

한국히타치철도시스템 설립

히타치제작소 한국지점, 한국철도공사(KORAIL) 간선형 전동차 32량 수주

히타치중국 한국지점, 히타치이스트아시아 한국지점으로 개칭

히타치아시아(홍콩) 서울지점, 히타치중국 한국지점으로 개칭

히타치제작소 한국지점 사무소 이전(종로구 서린동 영풍빌딩)

히타치제작소 한국사무소, 동 한국지점으로 개칭

홍콩 히타치유한공사 조달부 한국사무소 설립, 히타치아시아(홍콩)서울지점

동 서울주재소, 동 한국사무소로 개칭

동 서울주재소 사무소 이전(중구 소공동 동양빌딩)

히타치제작소 서울주재소 개설(중구 소공동 상공회의소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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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히타치

2009년 10월 1일, 히타치제작소 

한국지점, 한국히타치철도시스템, 

히타치이스트아시아 한국지점의 

3거점이 통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요 거점인 한국에서 

지역거점회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Hitachi has been making new history 
in Korea since 1962

한국히타치가 걸어온 개척과 혁신의 역사

Hitachi Korea’s History 
of Pioneering Work and Innovation

철도시스템, 헬스케어, 송변전 · 플랜트, 전력 · 산업용 

반도체 등 사회 인프라 제품의 판매, 국제 조달, 

그룹내 IT 서비스 연계 및 한국히타치그룹 대표기능

반도체 · 액정제조장치, 전자부품 실장 · 해석 

시스템, 반도체 · 전자 디바이스 제품, 공업·

전자재료 등 판매·보수 서비스, 상사영업

블루레이, DVD광디스크 드라이브, 무선충전기, 

광응용 센서 등의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

히타치금속재, 고급특수강, 일렉트로닉스 관련 

재료, 공구강의 판매 및 가공, 디스플레이용 

스퍼터링 타겟재의 제조 및 그 외의 제품 판매

(주)한국히타치
Hitachi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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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코리아 
Hitachi Automotive Systems Korea Co., Ltd.

히타치금속한국(주) 
Hitachi Metals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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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의 기술영업 및 

한국 내 자동차 시장의 동향 조사

설립일

소재지

설립일

소재지 

설립일

소재지

2009. 10 (1962. 04) 

서울

1978. 04 

서울, 기흥, 이천, 청주

설립일

소재지

1993. 05 

서울

설립일

소재지

2000. 12 

서울

2015. 01 

서울, 시흥, 평택, 부산

History of Hitachi Korea Affiliates of Hitachi Korea

수출입 포워딩 업무, 기공작업, 

3rd Party Logistics (3PL) 및 물류 부대 서비스

(주)한국히타치물류 *지분법적용회사  

Hitachi Transport System(Korea), Ltd.

설립일

소재지

2011. 02 

서울, 인천, 부산

종합자성재료 업체, 페라이트 자석, 

주조 자석, 희토류 자석의 제조 · 판매

(주)태평양금속 
Pacific Metals Co., Ltd.

설립일

소재지

1977. 01 

구미

Total IT Solution Provider 

(스토리지 및 빅데이터, IoT 솔루션 공급)

히타치밴타라코리아(유)
Hitachi Vantara Korea Limited

설립일

소재지

2003. 02

서울

자동차용 주물소재의 제조, 판매

(조향장치, 배기계, 엔진부품류)

남양금속(주) 
Namyang Metals Co., Ltd.

설립일

소재지

1987. 03 

대구

자동차 차체 및 관련 부품의 용접. 조립 자동화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관련 서비스

KEC코리아(주) 
KEC Korea, Inc.

설립일

소재지

2011. 11 

안산

지폐 계수기, 식별기, 정사기 등의 금융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 제조 · 판매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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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소재지

1999.03

화성

IT 플랫폼 및 솔루션 판매 · 유지보수

국내외 시스템 통합(SI), 솔루션 수출

LG히다찌(주) 
LG Hitachi Ltd.

설립일

소재지

1986. 09 

서울, 동경

한국히타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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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파워 디바이스는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공헌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환경 지향적인 전력 

반도체 제품 개발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파워 디바이스 영업부
Power Device Sales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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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는 고속 전동차, 지하철, EV/HEV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등을 

움직이는 전력변환 장치의 핵심인 고출력 스위칭 소자인 IGBT Module

를 전세계 다양한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차세대 

고효율 SiC(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한 Module은 기존 대비 월등한 손실 

저감, 인버터의 소형화 및 경량화,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등의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히타치의 최첨단 의료 기술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 연장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 산업용 비파괴 검사 

장비 등 영상 출력의 핵심이 되는 고압 Multiplexer IC는 이미 국내 및 

세계 각국의 메이저 기업에 선택되어 다양한 초음파 진단 장비의 

라인업에 사용, 의료장비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생활 필수 가전제품인 

에어컨, 세탁기, 공기 청정기, 보일러, 헤어드라이어 등에 최근 BLDC

모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고압 Inverter IC는 이러한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BLDC모터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을 저감시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승객 보호 및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연비 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시킨 SLLD(Super Low Loss 

Diode)는 2019년부터 양산공급하여 탄소 배출 저감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점화 플러그용 다이오드는 다년간 축적된 

실적과 노하우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BLDC모터용 Inverter IC
승객 안전과 친환경 규제에 공헌하는 

Alternator, Ignition Coil용 고신뢰성 다이오드

전력변환 시스템에 최적화된

IGBT Module
초음파 시스템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MUX IC

인류를 진정한 미래로 이끄는 힘, 히타치 파워 디바이스

Power Leading Us into an Authentic Future, 
Hitachi Power Device! 

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Power Device Sales Dept.

CORPORATE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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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노하우, 설비 고장 · 사고 사례, 복구 작업, 

사물인터넷(IoT)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의 고장 시기를 

사전에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돌발사고 (Emergency Shut Down)를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 현장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조 진단 시스템

히타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SI Visualizer 

재고 적정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판매 · 

재고 정보의 시각화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 업무의 효율 향상은 물론 

재고 비용 절감의 실질적 효과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

15년 이상 축적해 온 가속기 요소 기술과 플랜트 

제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자선 치료에 관한 

선진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히타치는 고객과의 협력으로 한층 우수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의료 기술 

향상과 효율화를 통해 국내 의료 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헬스케어 - 입자선 치료 기술

100년 이상 축적된 OT 분야의 노하우와 

50년간의 IT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히타치의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성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지역 전략부
Regional Strategy Promotion Dept.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히타치의 선진 디지털 기술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of Hitachi Realizing New Values for Customers

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Regional Strategy Promotion Dept.

QoL 고객 기업의 가치 향상인류의 Quality Of Life

사회가치 향상 환경가치 향상 경제가치 향상

모빌리티
솔루션

라이프
솔루션

인더스트리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IT
솔루션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덕트

IoT의 발전으로 사회 및 비즈니스 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다양한 사업영역의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고자,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확대해 가기 위해 

히타치의 루마다(Lumada)를 제안 

드립니다.

루마다(Lumada)

CORPORATE PROFILES



히타치의 A-train은 위성 도시와 지방 도시의 연계성이 중요한 한국 

철도 환경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train은 견인 

방식이나 동력 집중 방식의 전동차와 비교하여 ‘가 · 감속도’, ‘고속 

안전성’, ‘고속 표정속도’ 등의 항목에서 월등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량 · 재사용률이 뛰어난 알루미늄 소재, 

터널 환기 시스템, 풍부한 글로벌 실적 등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히타치의 운행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고밀도성과 정시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일본의 신칸센과 동경의 도시 철도에 채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히타치의 신호 시스템은 유럽 규격인 

ERTMS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룹사인 히타치레일STS와 함께 

아시아 · 유럽을 중심으로 사업 전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밀도 · 고신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CBTC 방식의 신호 

시스템은 도시 철도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타치의 철도 변전 시스템은 서울 1 · 2호선 직류 급전 변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축전지식 회생 전력 저장 시스템(B-CHOP)은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철도 운용 기업에 널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CO₂ 배출권 등 ‘친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철도 시장에서 

첨단 기술로 ‘친환경 철도 전력 공급’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시 환경은 주변 지역 도시화 확산으로 인해 도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통학 · 통근 · 쇼핑 등의 과밀한 교통량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경관과 일조권을 저해하는 거대한 고가 

구조물의 신규 건설은 시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지하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히타치의 과좌형 모노레일 시스템은 PC빔 가설 공법의 심플한 구조로 

도심 경관 ·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법은 건설 

비용 절약과 기간 단축이 용이하며 건설 기간 중 도로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통 후에는 도시철도 임무는 물론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관광 산업의 부흥을 이끌 것입니다. 

히타치 철도 시스템은 국내의 신형 EMU 누리로 차량과 대구 

도시 철도 3호선 모노레일 차량 그리고 변전 설비의 납품을 통해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물론 철도 관련 

법령 · 법규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사양, 안전 · 시험 규격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철도 시스템 설계 · 제조 · 품질보증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 · 분석하여 사고 예방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히타치는 국내 철도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 · 강화하고, 국민의 이동 수단을 지키는 

임무를 실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고속 · 준고속 동력 분산 EMU

세계 규격에 대응하는 운행 관리 · 신호 시스템

친환경 첨단 철도 변전 시스템

대량 수송의 베스트 솔루션, 과좌형 모노레일 시스템

이동 수단을 지탱하는 철도 시스템 Maintenance

최고의 기술과 신뢰로 대응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Eco-Friendly Mobility System Responding 
with the Highest Level Technologie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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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히타치 철도 

사업은 최근 이탈리아의 안살도STS 

(현 히타치철도STS)의 인수를 통해 

모빌리티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철도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도 영업부
Railway Systems Sales Dept.

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Railway Systems Sales Dept.

CORPORATE PROFILES



한국히타치그룹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고도의 정보 보안 네트워크와 

합리적인 회선 이용료를 구현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용하여 온 

전용선은 IT 기술 발전과 함께 통신량도 늘어남에 따라 회선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히타치그룹의 통합 네트워크인 SDN*은 

소프트웨어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추가 비용 

상승을 억제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히타치그룹 전체를 최적화 된 유기적 IT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글로벌 히타치그룹에 공헌할 수 있도록 아래 3개의 미션을 통해 

사업 공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IT 자원의 효과적 활용으로 정확하고 빠른 경영 판단을 실현하여 
   히타치그룹 전체의 경영개선 및 업무개혁을 견인한다.

2. 히타치그룹의 IT 리더로서, 글로벌 IT 인프라 정비로 그룹 내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글로벌 표준 IT 서비스의 실현, 업무공유, 연동된 간접 업무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히타치그룹의 경영 기반 강화에 공헌한다.

IT Network Service (SDN) 글로벌 IT 표준 서비스 (Office365, EMM, Remote Access)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서비스 (RPA, Lumada)IT 매니지드 서비스

네트워크 접속제어, 애플리케이션 flow, 정책, 보안적 관리 및 

일반적 관리가 가상 WAN 아키텍처로 정의되어 중앙관리 콘솔에 

의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되는 기술

협업 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 정보 보안 위협에 

대응하면서 클라우드, RPA, 데이터 분석 등의 최신 테크놀로지나 글로벌 

표준을 채택하여 사업의 유연성 · 신속성을 고도화합니다. 

또한, 저비용 · 고효율의 IT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확대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IT 솔루션의 

도입 및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보안과 사업 연속성(BCP)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 담당자의 정보 보안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히타치의 IT 센터는 히타치 정보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의 사업에 최적화된 IT 솔루션 제안을 진행합니다.

IT Network Service (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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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Software-defined Wide Area Network)

히타치그룹의 성장력 향상을 위해 그룹 간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IT 서비스 통합으로 

수익성을 강화합니다. IT 센터는 다양성과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IT 아키텍처를 

진화시켜 IT 통제를 실시합니다.

IT 센터
IT Center

Hitachi
Global Network

EMM서비스Office365 C-RA서비스

VPN

Hitachi
Korea

IT거버넌스

IT매니지드서비스

RPA서비스

Hitachi IT 표준 서비스

오픈 이노베이션 조기 구현을 위한 유연한 IT 아키텍처로의 변화

Changes into Flexible IT Architecture 
for Early Realization of Open Innovation

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I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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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거래처와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장기적 관점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최적의 구매 거래처 개척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충분히 평가하고 적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평가항목] 품질, 신뢰, 납기, 가격, 경영 안정성, 기술 개발력 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성 높은 정보 제시, 

법령 및 사회적 규범 준수, 인권 존중, 고용과 직장에 대한 부당한 차별 철폐,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배제, 

환경 보존 활동, 사회 공헌 활동, 작업 환경 구축,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사회적 책임 의식 공유 등 

구매방침

파트너십을 통한 히타치 제작소 및 그룹사의 
효율적인 조달 네트워크 구축

Construction of an Efficient Procurement Network
of Hitachi Ltd. and Group Company through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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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경쟁력 있는 서플라이어 

소싱 & 교섭을 통해 각 사업부의 

원가 절감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룹사들에 대한 히타치제작소의 

조달 방침 및 시책 전개와 간접비 

절감 활동을 통해 히타치그룹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어와 사업부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가격 및 

납기, 품질관리, 단납기 대응을 

통한 고객만족에 공헌합니다.

원가 절감 고객 만족 간접비 절감

히타치제작소 및 그룹사에 한국내 

글로벌 서플라이어 및 업계 현황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정보 제공

한국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히타치제작소 전력,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 

철도, 빌딩 등 각 사업부 및 히타치그룹사에 

원활히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달부
Global Procurement Dept.

발전 사업 관련

제어판넬, 주단조품, 복수기, 냉각관, Expansion joint, Lube Oil Modules 등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 및 철도차량 관련

컴프레서용 모터 및 모터 부품, 제어반, 철도차량용 전장품,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용 부품 등

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Global Procurement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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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곳곳의 발전소, 플랜트 등 

산업 설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히타치 컴프레서 및 펌프는 최고의 

기술과 뛰어난 설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엔지니어링, 석유 화학, 

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컴프레서와 펌프를 

공급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신뢰를 축적해 왔습니다. 

히타치는 언제나 최적의 설비를 

구성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워 그리드 분야는 재생 에너지의 주력 전원화에 따른 계통 연계 강화,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화, EV 보급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2020년 7월 ABB의 파워 그리드 

사업을 인수하여 히타치 ABB 파워그리드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히타치 

ABB 파워그리드의 글로벌 탑 레벨의 파워그리드 사업과 Lumada를 비롯한 

히타치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혁신적인 그리드 

솔루션을 제작하여 에너지 안정공급에 공헌해 가겠습니다. 

파워 그리드

에너지 사업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지식에 선진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점검 계획의 효율화 및 고장의 예조진단, 리모트 모니터링, 

유지보수의 고도화 등 에너지 관련 설비의 안정 가동과 운전 효율 

향상에 공헌하는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사업

컴프레서 · 펌프

풍부한 실적으로 증명된 플랜트용 컴프레서 & 펌프 

Compressors & Pumps for Plant, 
Verified through Prolific Performance

고객의 에너지 안정 공급과 탈탄소 사회 실현에 공헌

Contributing to Stable Supply 
of Energy and Decarb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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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CO2 배출량 저감,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OT × IT × 

프로덕트’ 의 강점을 살린 에너지 솔루션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플랜트 영업부
Power Plant Sales Dept.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석유 화학, 전력 등 

다양한 기업에 플랜트의 주요 설비인 고효율 

컴프레서 · 펌프를 제공하며 높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츠 본부
Industrial Products Div.

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Industrial Products Div.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Power Plant Sales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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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에어 컴프레서 개발에 집중해온, 
스크류 압축기술의 선두주자 

슐에어 컴프레서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독보적 

기술력의 제품입니다. 슐에어는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신뢰 · 고효율 제품으로 토털 

압축공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컴프레서 제작사들이 슐에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품질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슐에어는 식품, 제약, 건설, 전기, 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크류 컴프레서와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해답은 

슐에어 컴프레서입니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스크류 로터 엔지니어링 기술로 스크류 

컴프레서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Front-Runner of Screw Compression Technology, 
with an Emphasis on Screw Air Compressor Development

100% oil free 압축 공기 공급이 가능한 

무 급유식 컴프레서는 고품질 압축 공기가 

요구되는 제약, 식·음료, 전기, 전자, 자동차 

분체 도장 공정, 석유 화학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 공정 안정성 및 최종 생산 

제품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 급유식 에어 컴프레서
Oil free air compressor

급유식 컴프레서는 광산, 에너지, 금속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안정성과 

고효율의 압축 공기를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급유식 에어 컴프레서
Oil flooded air compressor

이동식 엔진구동 컴프레서는 대용량의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건축 및 토목 공사 

현장 등 어떤 가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압축 공기를 공급하며 Tier-4배기가스 

규제 조건에 대응함으로써 최고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급유식 이동형 엔진구동형 에어 컴프레서
Oil flooded portable engine driven air compressor

Sullair의 로터리 스크류 진공 시스템은 높은 

효율성으로 안정적인 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펄스 없이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며 

설치를 단순화하고 시작 시간과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스크류 진공 시스템
Rotary screw vacuum systems

50년 역사의 

독보적 기술력, 

슐에어

ISO 8573-1 CLASS 0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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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히타치 그룹사가 된 Sullair는 

Hitachi Industrial Equipment Systems Co., 

Ltd.의 압축기 사업부에 속해 있습니다.

1965년에 설립된 Sullair는 혁신적인 로터리 

스크류 컴프레서와 진공 기술은 창립 이후 

현재까지도 전세계 컴프레서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슐에어 비즈니스 솔루션
Sullair Business Solution

Hitachi Korea Profile Product & Service Sullair Business Solution

LH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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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Sharing
for Better
Future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드는
가능성의 이야기

히타치는 진실한 소통과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성장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itachi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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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히타치는 2005년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 개최되고 있는 ‘한일축제한마당’ 행사를 

2010년부터 매년 협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히타치그룹 기업 부스를 운영, 양국의 춤을 융합한 

‘요사코이 아리랑’ 과 같은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하여 

화합의 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 협찬

한국히타치는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 

목표가 상급 일본어가 될 수 있게 

독려하는 취지로 주최하는 ‘사단법인 

한일협회 전국대학생일본어번역대회’ 

의 협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학습하는 국내 대학생들의 

의욕 향상과 함께 실용적이며 우수한 

일본어 번역 능력을 갖춘 인재의 발굴·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생
일본어번역대회 협찬

CORPORATE PROFILES



Hitachi America, Ltd.

Hitachi South America, Ltda.

Hitachi Europe Ltd.

Hitachi, Ltd. Middle East Branch
Hitachi India Pvt. Ltd.

Hitachi Asia Ltd.

Hitachi (China) Ltd.

Hitachi Korea Ltd.
Hitachi, Ltd.

Hitachi Australia Pty Ltd.

Global Hitachi

글로벌 거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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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Europe Ltd.

Whitebrook Park Lower Cookham Road

Maidenhead Berkshire SL6 8YA

TEL: +44 (1628) 585000

FAX: +44 (1628) 585373

Hitachi, Ltd. Middle East Branch

Office No. 301 Al Gurg Tower 1, Baniyas

Road, Deira, P.O. Box 5561, Dubai, U.A.E

TEL: +971 (4) 228-3617

FAX: +971 (4) 221-1783

Hitachi America, Ltd.

2535 Augustine Dr, 3rd Floor,

Santa Clara, CA 95054, U.S.A.

TEL: +1 (408) 986-6300

FAX: +1 (650) 244-7037

Hitachi South America, Ltda.

Alameda Santos, 745 – 10º andar - Cj. 101 and 102 

Cerqueira César, São Paulo, SP CEP 01419-001 

TEL: +55 (11) 3284-0922

FAX: +55 (11) 3284-0160

Hitachi India Pvt. Ltd.

Tower B, World Mark 1, Aerocity, 

New Delhi-110037

TEL: +91 (11) 4060-5252

FAX: +91 (11) 4060-5253

Hitachi Asia Ltd.

7 Tampines Grande #08-01, Hitachi Square

Singapore 528736

TEL: +65 6535-2100

FAX: +65 6535-1533

Hitachi (China) Ltd.

Beijing Fortune Building 18/F., 5 Dong San

Huan Bei Lu Chao Yang District Beijing 100004, China

TEL: +86 (10) 6590-8111

FAX: +86 (10) 6590-8110

Hitachi Korea Ltd.

10F, Young Poong Bldg., 41, Cheonggyecheon-ro, 

Jongno-gu, Seoul, 03188, Korea 

TEL: +82 (2) 3210-3590

FAX: +82 (2) 6322-8598, 8599

Hitachi, Ltd.

6-6,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280 Japan

TEL: +81 (3) 3258-1111

Hitachi Australia Pty Ltd.

Suite 801, Level 8, 123 Epping Road,

North Ryde, NSW 2113

TEL: +61 (2) 9888-4100

FAX: +61 (2) 9888-4188

히타치는 사회 이노베이션의 리더로서 
글로벌 변화의 중심에 있겠습니다.

Hitachi Promises to be in the Center 
of Global Changes as the Leader 
of So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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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히타치그룹

www.hitachi.co.kr

기업 정보와 제품 · 서비스의 정보 등 

히타치그룹의 다양한 콘텐츠 소개

히타치 사회 이노베이션

www.hitachi.co.kr
/social-innovation/index.html

히타치그룹의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 정보와 프로젝트 사례 소개

히타치 브랜드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
/user/HitachiBrandChannel

히타치그룹의 사회 이노베이션, 

CSR, 역사, 문화, PR 등의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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