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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7월 26일 

한국지멘스 에너지, 심승택 대표이사 취임 

• 에너지사업, 전략적 제휴 등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에너지 전문가 

• 한국지멘스 에너지,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 될 것  

 

한국지멘스 에너지는 심승택 대표이사(56)가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승택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차기 대표로 선임되어 지멘스에너지에 합류했다. 심승택 신임 대표이사는 에너지 사업, 전략적 제휴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에너지 전문가다. 

 

한국지멘스 에너지에 합류하기 전에는 2015년 SK의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글로벌성장지원 

팀장(전무)에 선임되었으며, 이후  SK그룹 에너지신산업추진단 팀장을 겸임하고, 2018년에는 SK 

E&S로 옮겨 재생에너지사업과 M&A 및 전략적 제휴를 이끌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 사무관과 

장관 비서관으로 공직 경험을 쌓은 후, 2000년에 컨설턴트로 전향해 세계 3대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의 글로벌 파트너를 거쳤다. 

 

심승택 대표이사는 “지멘스에너지가 축적해 온 세계 최고의 기술과 포트폴리오로 경제적이고 신뢰도 

높은 솔루션을 제공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지향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말하며, 더불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국 

기업들의 역량과 의지를 잘 아는 만큼, 한국지멘스 에너지가 기업들에게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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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의> 

한국지멘스 에너지  

기업홍보실 이승연 차장  

Tel: 010-4697-3840 / seungyoun.lee@siemens-energy.com  

지멘스에너지는 세계를 선도하는 에너지 기술 기업이다. 지멘스에너지는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멘스에너지는 전력사, 민자발전사, 지역공사,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기타 에너지 집약산업에 지멘스 고유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석유 및 가스의 추출과 송·변전뿐 아니라 중앙 및 분산형 화력발전소의 복합 및 열병합 발전, 

그리드 안정화 및 저장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분야까지 제품, 솔루션,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이미 탈탄소화를 이뤘다. 지멘스에너지는 상장 회사로 지멘스가메사에 대한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마켓 리더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6 분의 1 이 지멘스에너지의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9만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며 2020 회계년도에 약 27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www.siemens-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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