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력과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하

는 세계적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www.siemens.co.

kr)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 2016 하노버 산업박람회

(Hannover Messe)에 참가해 자동화  디지털화 및 산

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지멘스는 삶을 이롭게 하는 독창적 가치 - 디지털 기

업으로 가는 길(Ingenuity for life - Driving the Digital 

Enterprise)을 주제로 총 3,500㎡(약 1,06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해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하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 기술 및 청사

진을 제시한다. 지멘스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하는 선도기업이다. 

올해 지멘스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시연해 보였다. 이번 박람회 부스의 하이

라이트는 산업용 에너지  적층 제조(3D 프린팅)  자동차 

 파이버 산업 등 4개 주제로 설치된 정육면체 형태의 하

이라이트 큐브 전시관이다. BMW  다임러  폭스바겐  

포드 자동차가 지멘스 디지털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

지멘스, ‘2016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해 

‘디지털 기업(Digital Enterprise)’ 위한 혁신 기술 선보여

- 디지털화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공개… 디지털 기업 청사진 제시

-  3,500m2 규모 부스 참가… 에너지  적층 제조(3D 프린팅)  자동차  파이버 등  
4개 산업군 체험 전시관 하이라이트 큐브 설치 

2016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한 지멘스 부스 전경

지멘스가 2016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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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효율성을 높인 사례, 스마트 에너지 관리 포트폴

리오, 완전한 3D 프린팅을 위한 제품생산 라이프 사이

클 등을 집중 소개하며, 각 주제와 관련된 시각적인 영

상자료를 통해 관람객이 지멘스의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스포츠 존(Sports Zone)은 이번 박람회의 동반 

국가인 미국과 지멘스의 오랜 기간 쌓아온 파트너십이 

돋보이는 자리이다. 스포츠 및 레저산업 부문에서 미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활용하여 스포츠 용품 및 장

비 제조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시연을 선보였다.

지멘스 안톤 후버 디지털팩토리사업본부 부회장은 오

늘날 제조기업들은 디지털 기업(Digital Enterprise)으

로 변화하는 혁신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지멘스는 이

미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할 수 있는 지능형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고 말하며 지멘스는 기업들이 

완전한 디지털화를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혁신

적인 기술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

라고 덧붙였다.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박람회다. 올해는 통

합산업(Integrated Industry)이라는 대주제 아래 IT  산

업자동화  에너지  환경기술  산업부품  연구개발 분야

의 전 세계 5천여 기업들이 자사의 인더스트리 4.0 기

술을 선보였다.

지멘스의 하이라이트 큐브 전시관 한국지멘스는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전

자기업 지멘스는 지난 170년 이상 뛰어난 엔지니어

링 역량과 품질, 혁신, 신뢰성, 글로벌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34

만 8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멘스는 전력화, 자

동화, 디지털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너

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 기술의 세계

적 리더인 지멘스는 해상 풍력터빈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이며, 복합화력발전 터빈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

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공장이

나 일반 가정 등에 수송하는 송전을 비롯해 도시 인

프라, 자동화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시스

템과 같은 의료 영상 기기, 연구실용 진단 장비, 클리

닉 IT 분야에서도 업계 리더다. 1950년대에 설립된 

한국지멘스는 선진 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협력과 적극

적인 투자,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더 자세한 사

항은 www.siemens.c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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