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튼

지속적인 이튼의 입지
성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에까지
서비스 확대
비전: 고객들은 "이튼과 더 많은 일
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주주들은
"이튼은 최고의 투자 대상 중 하나"
라고 말하며, 직원들은 "이튼 팀으로
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
고, 공급업체들은 "이튼은 가장 중요
한 고객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이
튼이 시장에서 가장 존경 받는 회사
가 되는 것입니다.

이튼 기본 정보
설립: 1911년
2013년 연매출: 220억 달러(USD)
직원 수: 약 103,000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튼 현황
진출: 1974년
직원 수: 약 26,000명
장소: 50개의 주요 제조 현장 및 8곳
의 연구개발센터
2013년 연매출: 26억 달러(USD)
언론 연락처
Vivian Xiao(아시아 태평양 지역)
+86 21-5200-0099
vivianxiao@eaton.com
Ann Marie Halal(해외)
+1 440-523-4418
annmhalal@eaton.com
Gary Klasen(미국)
+1 440-523-4736
garydklasen@eaton.com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요:
이튼은 동력 관리 회사로서 전
세계 고객들이 건물, 항공기, 트
럭, 자동차, 기계와 모든 비즈니
스에 필요한 동력을 관리하도
록 돕고 있으며, 최소한의 자원
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돕고 있
습니다.
이튼은 혁신적인 업계 기술, 품
질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탁월한 고객 관계를 이어 가면
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긍
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튼은 1970년 대에 아시아 태
평양 지역에 처음 진출했으며
그 후에 회사의 입지는 현저하
게 성장했습니다. 이튼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
했으며 아시아 전역의 저명한
회사들과 합작회사, 전략적 제
휴,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을 형
성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전
체의 고객 요구를 수용하기 위
해 성장하는 판매 유통 네트워
크를 마련했습니다. 상하이는
2004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사
업의 본거지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튼의
주요 성장 시장이며, 이튼은 중
국,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에 있
는 50개의 주요 제조 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영업 및 마케팅 사무소, 제조
공장, 서비스 센터, 연구 시설
등으로 구성된 급성장하는 네
트워크에서 26,000여 명의 직
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터, 기계 OEM 등을 포함한 주
요 시장 부문에 초점을 맞출 계
획입니다. 이튼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제조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입지를 확장하며, 다양
한 시장을 위한 신제품과 솔루
션을 출시하고, 집중적인 고객
참여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
해왔습니다.

이튼은 앞으로도 이 지역 전체
에 상당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석유와 가스, 광업, 데이터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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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중국의 이튼 현황
직원 수: 약 18,000명
장소: 28개의 주요 제조 현장 및
6곳의 연구개발센터
인도의 이튼 현황
직원 수: 약 4,000명
장소: 7개의 주요 제조 현장 및 1
곳의 연구개발센터

일본의 이튼 현황
직원 수: 약 300명
장소: 1곳의 주요 제조 현장
한국의 이튼 현황
직원 수: 약 500명
장소: 3곳의 주요 제조 현장

호주의 및
뉴질랜드의 이튼 현황
직원 수: 약 500명
장소: 4개의 주요 제조 현장 및 1
곳의 연구개발센터
동남 아시아의 이튼 현황
직원 수: 약 2,000명
장소: 7곳의 주요 제조 현장

전문 서비스 센터, 푸네

이튼, 이튼 로고, Aeroquip, Airflex, Bill, Boston, Char-Lynn, Cutler-Hammer, ELEK, Fuller, Golf Pride, Holec,
Hydro-Line, MEM, Moeller, Phoenixtec, Powerware, Santak, Tabula, Vickers, Weatherhead, Crouse-Hinds,
Bussmann, McGraw-Edison, Halo 및 Arrow Hart는 이튼이나 자회사의 상표이며 다수의 국가에서 등
록되어 있습니다. www.ea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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