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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절감할 것을 
목표합니다.

아트라스콥코에는 다양한 
국적의 임직원
약 3만 7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는
1873년 스웨덴 스톡홀름
에 설립되어 147년의 역사
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산업용 장비의
선두 기업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아트라스콥코는 
전 세계 180여 개의 
국가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ome of Industrial Ideas

90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혁신을 이끌어 냅니다. 

아트라스콥코는 1873년부터 산업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에 접목하여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가치를 실현하고 다가올 미래에 알맞은 혁신을 이룹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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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아트라스콥코 법인의        
약 90%가 보건 및
안전 경영의 국제 기준인
OHSAS 1800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는 재생 
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이며
연간 약 34%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한 아트라스콥코의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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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tlas Copco

First in Mind—First in Choice

To achieve sustainable,
profitable growth

아트라스콥코의 장기적인 목표는 고객과 잠재 고객,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고 

가장 먼저 선택 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면서 수익성 있는 성장을 달성하는 것,  
이것은 아트라스콥코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미션입니다.     

| Vision & Mission |

Vision

Mission

'피플' 전략은 역량 있고 
동기부여가 높은 열정적인 

직원을 찾아 경쟁력을 높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존재' 전략은 사업부문별
해당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혁신' 전략은 R&D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운영 효율' 전략은 자원에 대한 
책임 있고 효율적인 사용으로

운영 기능을 최적화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전략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히고 설치된 제품에 

대한 더 나은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People PresenceInnovation Operational
 excellence

Service

아트라스콥코의 각 전략은
'디지털 기술'의 지원을 통해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혁신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아트라스콥코는
각 시장과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고객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Dig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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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임직원 수 (명)

업계 최초 압축기 교육센터 설립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역사 (년)

여성 직원 비율 (%)

국내 지점 및 서비스 센터 (개)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 (년)

221

#1

38

19

8

7

진공 솔루션 사업부문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LED 및 태양열 전지 산업 등에 진공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장비 사업부문
이동식 컴프레서, 발전기, 라이팅타워, 펌프 등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용 공구 사업부문
자동차, 항공,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 필요한 산업용 전동 공구, 
조립 시스템, 품질 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압축기 사업부문
압축기, 가스 및 프로세스 압축기/익스팬더, 에어/가스 처리  
장비 및 에어 관리 시스템과 유지 보수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 사업부문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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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아트라스콥코 코리아는 경기도 판교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김해, 울산, 전주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설립된 아트라스콥코 코리아는 38년의 역사 동안 
국내 제조 산업 현장과 전 산업에 걸쳐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압축기 
사업부문

Compressor 
Technique

제품군
•무급유식 스크류 공기압축기
•급유식 스크류 공기압축기
•급수식 스크류 공기압축기
•스크롤 공기압축기
•터보 공기압축기

•터보 가스압축기
•산소/질소 발생기
•냉동식/흡착식 에어드라이어
•에어필터, 에어쿨러

•일반산업
•식음료
•오일/가스
•반도체
•자동차
•조선/해양

•전기/전자
•금속/철강
•섬유
•화학/석유화학
•의료/제약
•하수처리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가스 앤 프로세스 사업부
•부품 및 서비스 사업부

사업부문 소개
아트라스콥코의 압축기 사업부문은 산업용 압축기, 가스 및 프로세스 압축기/익스팬더, 
에어/가스 처리 장비 및 에어 관리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아트라스콥코는 오랜 기간 축적된 
엔지니어링 경험을 기반으로 각 산업 분야에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공기 압축 기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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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용분야

경쟁력

에너지 절감 및 
높은 효율성

고객 상황에 맞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철저한 
고객 지원 플랜

업계 최초 
압축기 교육 센터

광범위한 
글로벌 레퍼런스

아트라스콥코 압축기 렌탈 사업부는 전 세계에 24시간 압축 공기를 공급
하여, 비상상황에 필요한 스펙의 장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렌탈 가능 제품  :     무급유식 이동식 압축기, 고압 부스터, 압축 공기 드라이어,     
질소 발생기, 이동식 발전기 

24시간 이용 가능한 압축기 렌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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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소개
아트라스콥코의 산업용 공구 산업부문은 전 세계 제조 산업에서 하이테크 공구부터 조립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건설중장비에 사용되는 대형 볼트 체결 기술에서부터 전자 산업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체결 공구를 포함한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변속기
•중장비
•차량 유지 보수
•항공
•전자
•가전제품

•의료기기
•조선
•화력
•원자력
•주물가공
•금속가공
•철도

사업적용분야

경쟁력

생산성 향상과 안전을 위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고객을 위한 체결 
교육 시스템

현장 
상주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 

산업용 공구 
사업부문

Industrial 
Technique

•자동차 산업용 공구 사업부
•일반 산업용 공구 사업부
•부품 및 서비스 사업부
•산업용 조립 솔루션 사업부

•스크류 드라이버
•오일 펄스 렌치
•고정형 다축 너트러너
•배터리 공구
•에어 그라인더
•임팩트 렌치
•각종 에어라인 액세서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에어 호이스트
•에어 모터
•유압 볼팅 솔루션

•토크 측정장비 (트랜듀서, 토크렌치)
• 전동 너트러너 및 에러방지 (Error 
Proofing) 시스템

•제조 실링/도포 솔루션
•SPR(Self Piercing Rivet) 솔루션
•FDF(Flow Drill Fastening) 솔루션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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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소개
아트라스콥코 이동식 장비 사업부문은 기반 산업, 토목 프로젝트에서부터 제조업, 이벤트, 조선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이동식 압축 솔루션과 발전 설비를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 엔지니어링을 통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 •제조
•이벤트 •조선
•석산/광산 •석유화학
•발전소

사업적용분야

제품군

•이동식 컴프레서
•이동식 발전기
•비상용 발전기
•라이팅타워
•부스터
•펌프

경쟁력

컴팩트한 디자인과 
강한 내구성 

최적의 
연료 절감 효과 

배기가스 
최소화

빠른 속도로
작업 생산성 향상 

이동식 장비 
사업부문

Power Technique

•이동식 컴프레서/발전기/펌프 사업부
•렌탈 서비스 사업부
•부품 및 서비스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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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unique
working culture

아트라스콥코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한 업무환경을 위해 
안전보건환경품질(SHEQ) 경영을 우선으로 합니다. 

• 매년 Safety Day 행사 진행
• 정기적인 내부 교육 실시

아트라스콥코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환경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부 정책을 담은 경영 규범을 따릅니다. 그룹 내의 

모든 임직원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도 이러한 정책을 충실히
지키도록 요구됩니다.

아트라스콥코는 직원들의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시 합니다. 
• 성별, 연령, 인종, 국가 등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 직원 개개인의 계발 지원

아트라스콥코는 수직적인 구조에
서 벗어난 수평적이고 분산된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 동료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안 추구
• 개인의 책임감 중시

| 국내 사회 공헌 활동 |

아트라스콥코 코리아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이 퇴소 후에도 자립하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심리적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가디언즈는 한 기수 당 2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매 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참여를
통해 진행됩니다.

THE GUARDIANS :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 프로그램

연 2회 
캠프 진행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월 1회)

진로 멘토링 및
교육비 지원

졸업 후에도 필요시
재정적 지원 제공

SCHOLARSHIP :  
한국폴리텍대학 장학금 지원

아트라스콥코는 2014년부터 실력 있고 열정적인 산업 인재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여 연간 장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비 지원뿐 아니라 연간 산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까지 약 20명의 폴리텍 졸업생들이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연간 장학금 지원 인턴십회사 방문 및 현장 투어 검토 후 정규직 채용

|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 |

WATER FOR ALL :  Water Changes Lives
‘워터 포 올 프로젝트’는 물 부족 국가의 식수원이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트라스콥코의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1984년 부터 직원 두 명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50개 이상의 현지 법인 직원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www.water4a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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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

Diversity
& Inclusion

Highest Ethical 
Standard

Decentraliz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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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공기 시스템 교육센터 |

| 산업용 공구 체결 교육센터 |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공기 시스템 교육센터는 압축공기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에너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트라스콥코는 고객들에게 압축공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압축공기 시스템 기초부터 설계, 에너
지 절감, 유지보수까지 총 4개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과 압축기 운영, 진단, 그리고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체결 교육 센터는 제조 및 조립 공정에 필수적인 체결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아트라스콥코는 고객의   
성공적인 조립 작업을 위하여 기초적인 체결 이론부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총 6가지 과정을 제공하며,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교육은 고객 맞춤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센터 위치 및 문의

교육센터 위치 및 문의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1
          예미지빌딩 9층

교육신청: jhlee@atlascopco.com
Tel: 031-620-0841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56
교육신청: eunhee.jeong@atlascopco.com
Tel: 031-628-9760

산업용 공구 사업부문
전주 사무실

이동식 장비사업부문
렌탈 사업부
양산 사무실

압축기 사업부문
부산 사무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7층
TEL: 051-920-3750
FAX: 051-518-4392/4398

산업용 공구 사업부문
분당 주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56, 258
TEL: 031-628-9720
FAX: 031-603-3018

산업용 공구 사업부문
김해 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6번길 5 405호
TEL: 055-903-1216
FAX: 055-334-5658

분당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19 한원빌딩 5층
 TEL: 031-716-7070
 FAX: 031-710-2224
천안 생산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1로 96
     TEL: 041-621-7070
     FAX: 041-621-7700

분당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2 젤존타워2 3층
 TEL: 031-785-1367
 FAX: 031-785-1359

용인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68
    TEL: 031-781-3761
    FAX: 031-781-3768

산업용 공구 사업부문 
울산 사무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21길 4-5
TEL: 052-294-6971
FAX: 063-294-6991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 6길
26, 2층
TEL: 055-912-1680
FAX: 055-912-168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467, 2층
TEL: 063-213-4151
FAX: 063-213-4152

판교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1 예미지빌딩 6-9층
TEL: 031-620-0600
FAX: 031-620-0601

에드워드(Edwards)

레이볼드(Leybold)

CSK

용인

천안

전주

김해

부산

양산

울산

판교 / 분당

Atlas Copco Korea Training Center Atlas Copco Korea Network

압축기 사업부문
용인 고객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173번길 22-10
TEL: 031-322-7193
FAX: 031-322-7195

| 에드워드, 레이볼드, CSK는 아트라스콥코 진공 솔루션 사업부문의 브랜드입니다.| 



홈페이지:  www.atlascopco.com/ko-kr
블  로  그:  blog.naver.com/atlas_copco
페이스북:  www.facebook.com/AtlasCopcoKorea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1 예미지 빌딩 6~9층
Tel. 031-620-0600   Fax. 031-6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