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산업 자동화와 정보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가치 있는 글로벌 공급업체

비전:
개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임원진

(NYSE: ROK)은 산업 자동화

미래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및 정보에 주력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고객의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경영진은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Sujeet Chand

Ted Crandall

Elik Fooks

Patrick Goris

Rebecca House

SVP & CTO

SVP, 제어 제품 & 솔루션

SVP, 기업 개발

SVP, CFO

SVP, 총무
& 비서관

Frank Kulaszewicz

John McDermott

Bob Murphy SVP,

Chris Nardecchia

Susan Schmitt

SVP,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SVP, 글로벌 영업 & 마케팅

운영 & 엔지니어링
서비스

SVP & CIO

SVP, 인사

밀워키에 본사를 둔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세계

80여개국에서 약 22,000명의 직원들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lake Moret
회장 & CEO

주요 재무 정보
2017년 매출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28억9,930만
유기적 성장 9.4%

컨트롤 제품 및 솔루션

5%
캐나다

55%

미국

유기적 성장 3.4%

$63억1,100만
유기적 성장 6.1%

유럽 중동 아프리카

14%

$34억1,200만
로크웰 오토메이션 연간 총액

19%

7%
남미

아시아 태평양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실현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전략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기업 전반에서 제어와 정보를 통합하여

확보하여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와 그 직원들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한 표준 이더넷 인프라에 구축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생산라인, 현장 자산, 에너지 및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통합 제어 및 정보 포트폴리오로 지원됩니다.

엔터프라이즈 IT를 연결하여 필요한 곳에 실시간화된 정보를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광범위한 정보 지원 포트폴리오에는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합 아키텍처, 지능형 모터 제어, 솔루션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운영 인텔리전스를

OEE%
99.9

OEE%
72.0

OEE%
100.0

Total: 3111
Rejects: 0

Total: 3001
Rejects: 0

Total: 3112
Rejects: 0

통합 아키텍처®

솔루션
& 서비스

지능형 모터 제어

끊김 없는 정보의 흐름을 제공하는 제품 제어 및 정보 시스템

네트워킹 및 진단 기능이 결합된 모터 제어와 보호 장치는

설치된 기반의 평가에서 설계, 구현까지 제품의 전체

• Logix 제어 플랫폼은 제어, 가상화,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성능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명주기에 걸쳐 설계된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및

기술을 결합하여 완벽하게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FactoryTalk®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제품군으로 제조 부문과 조직의 다른 부문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 산업 제어 제품

• 보수 및 자산 관리

•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 컨설팅

•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 원격 지원 센터 및 교육

연혁
100여년 전, 린드 브래들리가 혁신적인 마인드로 동생 해리의 천부적인 기술적 재능과 스탠튼 알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한데 모았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반이 되었던 혁신은 세계 최대의 산업 자동화 및 정보 솔루션 전문 기업의 통합 제어 및 정보 포트폴리오를 통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PartnerNetwork™ 회원사들과 함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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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기업과 임직원이 속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속적으로 환경 성과를 향상하며, 존엄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목표입니다.

AM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기업 문화

M PA N I E S
2017

여성 인력 포용 및 승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인정

세계 최고의
윤리 기업

HRC의

기업평등지수

Top 100 혁신
기업

포브스 선정 미국 최초의 로봇 경쟁
최고의 JUST
크라운 공급업체
기업

기업 사회적
책임지수

최고 사물인터넷
공급업체

중국 Top 100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Top Mover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