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Emerson Automation 

Solutions)가 지난 2월 22일 용인 죽전에서 에머슨의 제

조, 공정, 프로젝트 수행 및 서비스 역량을 통합·강화하

기 위해 신사옥을 건설하는 기공식을 가졌다.

세계적 수준의 신사옥은 19,000㎡(약 5,748평) 규모

로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

로 트레이닝 및 서비스, 시스템 스테이징 및 제품 엔지

니어링을 제공해온 에머슨의 기존 성남 본사 및 트레이

닝 시설을 대체하게 된다. 용인 신사옥에는 시연 및 트

레이닝 센터 시설이 확충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며, 에머슨 성장에 발판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한국 대표이사 겸 북아

시아 지부사장 충 첸 화이(Chung Chen Fai)는 “오늘 기

공식은 국내 전역에 위치한 에머슨 사무소를 최첨단 시

설을 갖춘 본사 건물로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

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용인 신사옥은 에머

슨 임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

며 “용인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용인시

가 첨단 기술 및 자연 청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기반을 둔 에머슨(NYSE 

: EMR)은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으로, 전 세계 산업, 상업 및 소비자 시장의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사업은 에너지 및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생산을 극대화하고 인력 자원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

록 프로세스, 하이브리드 및 개별 제조업체들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에머슨의 상업 및 주거 솔루션 사업은 

인간의 편안함과 건강을 보장하고, 식품의 품질 및 안전

을 도모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인

프라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

머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merson.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에머슨, 용인 신사옥 기공식 개최

- 기존 성남 본사 및 트레이닝센터를 대체할 최첨단 사옥

- 에머슨의 서비스 역량 통합 및 강화하기 위한 도약의 첫걸음

- 시설 확충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인 트레이닝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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