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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

산업 자동화와 정보솔루션 전문 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지난 3월 13일에는 충남 대산, 3월 

15일 울산에서 국내 오일 및 가스, 석유화학산업 

시장 고객을 대상으로 Rockwell Automation On 

Tour(이하 RAOT)를 개최했다.

‘오일 및 가스 플랜트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주

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석유화학산업의 현재

와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세션과 솔루션, 데모

들을 통해 현재의 장비들에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

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오일 및 가스, 석유화학산업 시장 대상

RAOT 2018 개최 

- 오일 및 가스산업 고객 대상 RAOT를 시작으로, 
   산업별 고객 맞춤형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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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에서 진행된 행사 모두 로크웰오토메이

션의 오일 및 가스산업 영업 총괄 최태능 팀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10개의 발표 세션과 데모 

시연이 진행되었다. 주요 세션으로 스마트 팩토리

로 진화하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미래 솔루션, 오

일 및 가스, 석유화학산업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및 국내외 스마트공장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외에도 제품 전시를 통해 데모 시연을 진행하여 

업계 관계자들이 로크웰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각 제품 담당자와 

1:1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고객들에

게 비즈니스 니즈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에 대한 컨

설팅을 진행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오일 및 가스산업 영업 총

괄 담당인 최태능 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로

크 웰오토메이션의 비전인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Connected Enterprise)와 이를 실현하는 실제적

인 통합 제어 및 정보 솔루션에 대해 소개할 수 있

게 되어 기쁘다”며 “플랜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즉각적인 서비스 및 영업 지원뿐만 아니라 업

계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객 산업군별 맞춤 행사인 

RAOT는 올 한 해 동안 전국의 주요 제조업체 및 거

점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가오는 5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Rockwell Auto 

mation On the Move(이하 RAOTM) 개최를 준비

하고 있다. RAOTM은 로크웰오토메이션이 주관하

는 가장 큰 규모의 고객 이벤트로 로크웰오토메이

션의 최신 자동화 솔루션 및 적용 사례, 애플리케

이션을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행

사이다. 2018년에 개최 예정인 로크웰 오토메이션

의 행사는,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