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llenge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엔드레스하우저 혁신을 거듭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엔드레스하우저의 65년 

2018년 엔드레스하우저 수상 내역 돌아보기 창립 이래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엔드레스하우저

스위스 자린고비 여행팁 엔드레스하우저의 본고장 스위스,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여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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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Greeting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간 이마를 드러내며 돋을 새해와, 그에 걸맞게 
새로운 출발을 고대하며 고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challenge'라는 제
목 하에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사보를 발행한지도 벌써 다섯 해가 되어, 어느
덧 5호를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연말마다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요약한 사보를 읽고 있노라면, 자화자찬 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해 
이처럼 왕성하게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 같은 방향성에 따라 재빠르
게 액션을 취하는 전 세계 13,300여 명의 엔드레스하우저 임직원 모두가 정
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시도 모두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된다고 말하기는 물론 어렵고, 때
로는 뼈아픈 교훈만을 안은 채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장된 성공'만을 좇는 게 아니라, 내게 충분한 '성공의 데이터'
가 쌓여 있어 그 데이터에 기반해 기계적인 수행만을 반복해도 안락한 하루
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조차 그 관성적인 상태를 박찰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성가신 
배움의 과정을 강제하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올 한 해 또한 부지런히 움직인 엔드레스하우저 가족 모두에
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 면면을 기록한 사보를 고객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challenge를 장식한 많은 글에서, 고객 여러분은 'Digitalization'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엔드레스하우저의 변화상을 읽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화란 그러한 콘셉트의 제품을 내놓는다는, R&D 
차원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계기를 온라인 쇼핑
몰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기업과 협
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시회에서도 IIoT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의 변화상을 
참관객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부스에 다채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임직원이 끊임없는 트
레이닝을 받는 등, 엔드레스하우저는 그야말로 전 부문에 걸친 디지털화를 
의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고객 여러분들 또한 공정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 보다 친환경적인 프로세스
의 도입 등을 위해 디지털화를 화두로 많은 고민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나누
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여정에 엔드레스하우저 또한 함께할 수 있기를 바
라며, 부디 challenge 2018년호 또한 즐겁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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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게재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엔드레스하우
저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및 변형해 사용할 수 
없으며, 40p~47p에 게재된 스위스 관광 정보는 스
위스정부관광청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무단 전재 및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저작권자 
표시가 없는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발행처인 한
국엔드레스하우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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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5주년을 맞이한 엔드레스하우저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2018년 2월 1일, 창립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스위스의 젊은 엔지니어와 독일의 자산가가 합심해 문을 
열었던 2인 체제의 기업은 6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 13,3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
리 잡았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산업용 계측기기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명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드레스하우저가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초석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패기 넘치는 스물아홉 살의 젊
은 엔지니어였던 조지 H. 엔드레스와 자산가 루드비히 하우저는 스위스와 독일의 접경지인 뢰라흐의 아파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인 전자식 레벨계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시작했던 이 작은 기업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시장
에 뛰어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립 후 2년이 지난 1955년, 엔드레스는 스위스에 계측기 부문 
첫 특허를 출원했고, 1965년 독일 최초의 유량계를 출시했습니다. 자본금 2,000 독일마르크(2009년 기준 120만 원 상당)
로 시작한 엔드레스하우저는, 21억 유로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엔드레스하우저는 125 개국에서 판매 및 지원을 제공하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적 요충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
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오랜 기간 공정 자동화를 위한 전부문의 계측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연
구/실험실을 위한 분석기 시장으로까지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6년 독일 기업 '어날리틱예나(Analytik Jena)'를 인
수했습니다. 어날리틱예나는 측정분석기술, 생명과학 및 옵토일렉트로닉스 영역의 기기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생명과
학 분야의 바이오분석 응용에 필요한 완벽한 시스템 및 하이엔드 광학제품을 포함해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LIMS)은 물론 각
종 실험용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또한 이 같은 전략적 초점과는 별개로, 그간 엔드레스하우
저의 성장을 촉진해온 것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시종일관 열린 태도를 유지하며 IT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역시 그동안의 사사(社史)를 주요 사진들과 함께 감상
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일’에는 뭐니 뭐니 해도 김이 나는 백설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엔드레스하우저
의 로고와 65주년을 기념하는 문구를 담은 백설기, 그리고 샴페인을 나누며 사진 촬영도 하고,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약
속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조지 H. 엔드레스의 좌우명은 “고객을 먼저 섬기고, 그 이후에 이익을 도모하라” 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창
립자의 정신과 기업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엔드레스하우저는 근시안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원칙과 가치 중심의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65
주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모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역시 창립자 조지 H. 엔드레스
의 고객 중심 경영 정신을 근간 삼아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레벨계로 
첫 특허 출원

진동식 원리를 이용한 
포인트 레벨 스위치 출시

진단 기능을 갖춘 동시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통제되는 레벨계 출시 

1957 

1968 1980 1986 2005 2012 2017

최초의 자가 제조  
pH 전극 개발 

이더넷/IP 연결을 이용한 
최초의 현장 계기 론칭

레벨 측정을 위한 
초음파 센서 출시 

최초의 프로피버스 
PA프로토콜 출시 

자가 진단과 점검이 가능한 
‘하트비트 기술’ 개발

1982 20101969 1996 2014

스트레이트 튜브 시스템이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 출시

메모센스 기술이 적용된 
pH센서 출시

레이저 기반 분광학을 
이용한 가스 분석 시장 진입 

세계 최초의 자가 교정 온도계 
트러스트센스 출시

독일에 
'L. Hauser KG' 설립

'엔드레스하우저'로 
사명 변경 

유량계 및 데이터수집 
시스템 포트폴리오 추가

미국, 일본으로 
사업 확장 

1953 1957 1976/771970 1989 2000s 2012/13 

레벨계로 
최초 특허권 출원 

공동설립자인 
루드비히 하우저 작고, 
엔드레스家 독립 주주 등극

코리올리 유량계, 압력계, 
초기 디지털 계기 등을 
통해 성장에 박차 

설립자 
조지 H 엔드레스, 
84세로 작고

1960 네덜란드, 프랑스에 
최초의 국외 판매 법인 설립

클라우스 엔드레스 
경영 제체 돌입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CEO 취임
1955 1975 1980s 2008 1960 1995 2014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판매 법인 건립하며 아시아 
시장에 집중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에 
생산 공장 건립

스펙트라센서, 카이저옵티컬 인수로 분석
계 포트폴리오 강화, 어날리틱예나 인수로 
실험실 특화 비즈니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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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립 이래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엔드레스하우저는 2018년, 다양한 산업 전문 어워드 및 기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창립 이
래 최다 시상식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영예로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상 이력의 면면을 살펴보
면 기술의 혁신성, 제품 디자인의 우수성, 기업의 임직원 친화성, 업계를 리드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
들어나가는 선도성 등, 인정을 받은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이처럼 업계 관계자들
로부터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은, 공격적인 R&D 투자와 함께 혁신을 독려하는 기업 문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2017년, 261건의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
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혁신가 미팅(Innovators’ Meeting)’을 개
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2018년, 어떠한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냈는지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전자 유량계 
‘프로스트 앤 설리번 마켓 리더십 어워드’ 수상 

엔드레스하우저의 전자 유량계는 2018년 3월, 미국의 동향분석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
번(Frost & Sullivan)’이 주최하는 ‘프로스트 앤 설리번 글로벌 마켓 리더십 어워드(Frost 
& Sullivan’s Global Market Leadership Awards)’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프로
스트 앤 설리번 글로벌 마켓 리더십 어워드란 리더십, 기술 혁신, 고객 서비스, 전략적 제
품개발 등에 두각을 드러낸 기업을 선정해 그 성과와 공로를 치하하는 시상식입니다. 애
널리스트의 심층 인터뷰와 분석, 광범위한 2차 조사를 토대로 제품 혁신의 선도적 측면
과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를 지표 삼아 엄정하게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프로스트 앤 설
리번의 분석가인 라젠더 투수(Rajender Thusu) 박사는 “엔드레스하우저가 고객의 니즈
에 치밀하게 집중하고 높은 수준의 혁신을 선보였기에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콘덕타 

온도계 ‘iTHERM TrustSens’ 

전자 유량계 ‘Picomag’ 

유량계 ‘Promass Q’, 
‘Proline 300/500’ 

‘유럽 비즈니스 어워드’, 
‘TOP JOB 올해의 고용주상’ 수상 

하노버메세 ‘에르메스 어워드’,  
‘AMA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독일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 

의 비즈니스' 부문에서  '내셔널 위너(National Winner)' 상을 수
상했습니다. 유럽 비즈니스 어워드는 기업의 혁신성, 경영 성
과 및 장기간에 걸쳐 역동적인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며 전략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를 평가해 수상 기
업을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TOP JOB 올해의 고용주상'을 수상
하며 ‘일하기 좋은 기업’임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엔드레스
하우저는 5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 중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TOP JOB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서 수질 
분석계 연구와 생산의 거점 역할
을 하고 있는 '엔드레스하우저 콘
덕타(Endress+Hauser Conducta)'는 
2018년 3월, '유럽 비즈니스 어워드
(European Business Award)'의  '올해 

엔드레스하우저의 자가 교정 온도계 'iTHERM TrustSens'는 2018
년 4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박람회인 하노버메세가 수여하는 
‘에르메스 어워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에르메스 어워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인더스트리 어워드 중 하나로, 하노버
메세를 주관하는 도이치 메세의 CEO인 요헨 퀘클러는 “iTHERM 
TrustSens는 IIoT 기술이 자동화 산업 전반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iTHERM TrustSens의 센서는 감지되지 않는 각종 리스크를 없애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정의 효율화를 가능케 하며, 프로세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진단 및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에는 ‘AMA 이노베이션 어워드(AMA 
Innovation Award)’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AMA 이노베이션 
어워드란 'AMA 센서 및 측정 협회'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연구
개발 팀에게 주는 상으로, 혁신성, 독창성, 그리고 현재 ‘시장’이 실
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해냈는가에 주안점을 두어 수
상자를 결정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전자 유량계 피코마그는 2018년 4월, 세계적
인 권위를 자랑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s)’의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
니다. 스마트한 플러그 앤 플러그 타입 유량계인 피코마그는, 우
수한 기능뿐 아니라 심플하고 컴팩트한 디자인과 디테일의 우
수성이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산업 자동화 업계에서는 최근 작은 크기와 심플한 설계, 안정적
인 구동과 함께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은 측정 기기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신제품 피코
마그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철저히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산업군
을 불문하고 적용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으로, 전기 전도성 유체
의 유량과 함께 공정 온도도 측정해냅니다. 또한, 피코마그는 스
마트블루(SmartBlue) 앱을 통해 블루투스 방식으로 손쉽게 시
운전이 가능하며, IO-Link 기술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통합 역시 
가능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두 유량계가 
2018년 6월, ‘독일 이노베이션 어워
드 (German Innovation Award)’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
다. 혹독한 측정 환경에서도 우수한 
정확도의 측정값을 자랑하는 코리
올리 유량계 ‘Promass Q’가 금상을 
수상했고, ‘Proline 300/500’은 연결
성(connectivity) 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 어워드란

기술의 혁신성, 그로부터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비용 효
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상식으로, 심
사위원은 각 산업군 및 과학계, 연구소, 금융 업계에서 종사 중
인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독일 이노베이션 어워드 
심사위원장 안드레이 쿠페츠(Andrej Kupetz)는 “놀라운 기술력
이 적용된 엔드레스하우저의 유량계 Promass Q는 측정 정확도
의 측면에서 새로운 벤치마크가 될 제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극찬했고, ‘Proline 300/500’ 역시 계측 기기의 연결성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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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 
SAP와 IIoT 솔루션 개발 나선다

엔드레스하우저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전문 기업 SAP와 함께 필드 기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
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협업의 목표는 엔드레스하우저의 현장 계측 기기를 디지털 버전, 즉,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으로 구현해 SAP의 클라우드 플랫
폼에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업에서 SAP의 레오나르도(Leonardo) 시스템과 엔드레스하우저의 IIoT 제품 및 앱이 다
각도로 활용될 것입니다. 측정값은 물론 마스터 데이터 및 센서 데이터를 고객의 비즈니스, 물류 및 생산 공정에 긴밀하게 통합하는 
한편, 예측적 유지 보수 및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AP 레오나르
도란 SAP가 지난해 선보인 디지털 혁신 시스템으로, 사물인터넷(IoT), 머신 러닝, 블록 체인,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인텔리전
스 등의 핵심 기술을 SAP 고유의 선도적 기술과 함께 25개 이상 산업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협업에서 엔드레스하우저는 기존 엔드레스하우저의 IIoT 
서비스와 SAP 플랫폼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합하여 구현되
는 디지털 서비스 형태의 현장 계측 지식을 플랜트 오퍼레이터
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제품의 수명 주기에 걸친 디지털 
트윈의 초기 생성 및 자동 업데이트부터, 센서에서 SAP의 IT 플
랫폼으로의 연결에 이르는 디지털화 전략을 지원합니다. SAP
는 레오나르도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 무
엇인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AP의 
AIN(Asset Intelligence Network)에서 필드 기기는 고객의 비
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는 디지털 트
윈으로 표시됩니다. 머신 러닝, 분석 및 블록체인과 같은 SAP 
레오나르도 기술을 사용하면 제조 환경에서 지능형 서비스
(intelligent services)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P의 디지털 공급망 및 생산 부문 최고 책임자인 할
라 자인(Hala Zeine)은 "필드 기기에서 비즈니스 프로
세스에 이르는 OT/IT의 완전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두 혁신적인 기업이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전하며 양
사의 협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마티아스 알텐도르프(Matthias Altendorf) CEO는 "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성공한 기업들은 자신들
의 시스템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직접 연결함으로
써 전통적인 자동화 피라미드(automation pyramid)
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를 운영해 나가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하며, "엔
드레스하우저와 SAP는 이번 협업이 목표하는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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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rect 포털’로 B2B e커머스 시장 선도 나선

한국엔드레스하우저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2018년 5월, B2B 기업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e커머스 플랫폼인 'E-direct 포털(https://www.e-direct.
endress.com/kr)'을 전격 론칭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방문하시는 것은 물론 직접 구매도 하고 계신데요, 
E-direct 포털이란 엔드레스하우저의 보급형 제품군을 온라인상에서 빠르고, 간편하며,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전통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B2B 상품의 구매 과정을 온
라인몰을 통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더 많은 소비자
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건전한 유통 채
널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
면 곧바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국내 소비자는 물론 다국
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컨텐츠는 국문/영문으로 제공됩니다. 
e커머스는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전체가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자 전사적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뿐 아니라 엔드레스하우저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역시 E-direct 포털을 성공적으로 론칭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읽으신 후, B2B 제품을 대체 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겠냐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B2C e
커머스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왔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온라인 쇼핑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깊숙하게 자리 잡았지만, 과거의

 소비자들 역시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한다고?', '싱싱함이 
생명인 청과물을 인터넷으로 산다고?'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온라인 쇼핑
몰에 적잖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가요? 국내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해외 직구까지 활발
해져, 이제는 '아마존'에서 책을 사고, '비타트라'에서 영양제를 주문하고, '아
소스'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는 게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
히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그중에서도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한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8조 원을 
상회하고, 이는 2016년의 65.6조 원 대비 무려 19.2%나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e커머스는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도 두 자리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고객 여러분들 
역시, 온라인몰에서 클릭 몇 번으로 엔드레스하우저의 레벨계와 유량계를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제품이 빠르게 배송되기까지 한다면, E-direct 포
털의 취급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길 바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E-direc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direct 포털은 복잡한 
컨설팅이 필요치 않은 보급형 제품군의 판매에 특화되어 있으나, 그렇다 해도 제품과 관련
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엔드레스하우저 기술 전문가가 언제든 제품과 기술 사양에 대
해 답변해 드립니다. 둘째, 제품을 구매하시면 수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대량으로 구
매 시 별도 문의를 통해 할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누구든 로그인 없이 제품을 찾아보고 제
품 가격과 재고 수량을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서, 기능 및 가격을 확인하고 장바
구니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주문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
증 기간 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에는 유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별 예상 배송기간을 표시해 고객 편의성
을 높였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E-direct 포털에서는 전자 유량계 ‘Proline Promag’, 
비접촉식 레이다 레벨계 ‘Micropilot FMR10’ 등 국내의 엔드레스하우저 고객 여러분에게
는 이미 친숙할 대표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있으며, 앞으로 E-direct 포털에서 취급하
는 제품 포트폴리오는 보다 다양화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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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제조 공정을 통해 본 
엔드레스하우저의 노하우
엔드레스하우저는 정유 & 가스, 화학, 에너지, 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풍부한 노
하우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그룹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군을 꼽으라면 식음료 산업
입니다. 안전, 품질 그리고 효율성은 식음료 산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엔드레
스하우저는 이 중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가운데 고객의 플랜트가 높은 생산성을 보이
며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유 생산 공정을 통해 엔드레스
하우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식음료 산업 전반에 걸쳐 어떠한 노하우를 보유
하고 있는지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2  착유 후 원유는 여과되어 냉장 저장 탱크에 보관됩니다. 
우유 공장은 받은 우유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우유는 완전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됩니다. 

식음료 제조 업체는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주는 요소들을 
면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기기의 디자
인, 재질, 표면 및 용접부는 엄격한 위생 조건을 충족해야 합
니다. 모든 자동화 기기 제조 업체들이 위생 공정에 특화된 
계측 기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엔드
레스하우저는 37개의 EHEDG(유럽식품위생규격인증기관, 
European Hygienic Engineering and Design Group) 인증을 받
은 유량, 압력, 레벨, 온도 및 액체 분석 기기를 제공합니다. 

3  원유는 유가공 저장 탱크에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반되어 분
유, 크림, 저지방 우유 또는 우유로 가공됩니다. 우유를 열처리하
는 저온 살균 공정은 식품 미생물들을 파괴하고 최종 제품의 유통 
기한을 연장시킵니다.

우유의 가공 방법에 관계없이 온도, 레벨, 압력 및 유량에 대한 모
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특수 공정 조건 및 요
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측정 원리의 레벨계를 광범위하게 제공합
니다. 또한, 식음료 산업 공정에서의 압력 측정 가운데 흔히 발생
하는 습기가 계기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밀봉 측정셀인 Con-
tite 셀을 개발했습니다. 저온 살균 시 온도는 중요한 측정값입니
다. 

엔드레스하우저의 iTHERM QuickSens는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하
고 불필요한 열 영향으로부터 우유를 보존하며 경쟁사 센서보다 
3배나 빠르게 정확한 값을 제공합니다. 유량 측정은 저온 살균 공
정 중에 유속 및 열 유지 시간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량
과는 별도로 엔드레스하우저의 전자기 장치는 온도 및 전도도 매
개 변수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엔드레스하우저만의 자가 진단 
기능인 하트비트 기술(Heartbeat Technology)을 통해 영구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젖소가 충분한 양의 우유를 생산하려면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비옥한 토양과 최적의 비료를 통
해 가축들에게 신선한 고품질 사료 및 작물이 공급됩니다. 

토양 분석은 모든 농업 활동의 기초입니다. 이를 통해 
토양이 건강하고 어떠한 미네랄 및 미량원소가 작물에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원소 분석을 위해 실
험실용 분석 기기에 특화된 고급 분석기기 전문 기업인 
어날리틱예나(Analytik Jena)의 분석계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는 짧은 시간에 광
범위한 요소를 측정할 수 있으며 미세한 금속까지도 감
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어날리틱예나는 1990년 독일에서 설립된 기업
으로, 측정분석기술, 생명과학 및 옵토일렉트로닉스 영
역의 기기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의 바이오분석 응용에 필요한 완벽한 시스템 및 하이엔
드 광학제품을 포함해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LIMS)은 
물론 각종 실험용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
리오를 자랑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2016년, 실
험실용 분석 기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어날
리틱예나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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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유의 기본 성분인 분말 우유는 우
유에서 물을 추출하는 증발 과정을 통
해 생산됩니다.
 
분유 품질과 미네랄 및 영양소 함유량 
측정은 어날리틱예나의 고해상도 연
속 광원 원자 흡수 분석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광계들은 연속 스
펙트럼의 단일 광원과 고해상도 광학
을 갖추어 샘플 내의 모든 성분을 신속
하게 분석하고 미세한 흔적까지도 탐
지합니다.

7  식음료 가공 업체는 건강 지침을 충
족시키기 위해 재료 성분을 검사합니다. 

유전 정보를 지닌 DNA를 사용해 식음
료 제조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천을 
구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날
리틱예나는 자동 DNA 분리를 위한 특
수 장비 및 추출 키트를 사용하여 완벽
한 DNA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같은 분
석은 분자 테스트 시스템과 중합 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s)
을 통해 이뤄집니다.

8  한 잔의 우유를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음료 회사와 마찬가지로 유제
품 생산도 일관된 품질, 생산 비용 절
감 및 원가 감소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
지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제품, 솔루션 및 서
비스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량계의 현
장 교정은 기기를 프로세스로부터 분
리하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
스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며 밀도 
측정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엔드레스하우저는 보정 과정을 최
적화하여 교정 주기를 연장하고 교정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너지 효율의 기초는 에너지 모니터

4  우유는 대형 탱크에서 발효되어 유
산균 또는 레넷을 사용해 치즈로 가공
됩니다. 

우유 제조 공정은 배양 및 발효 탱크에
서 pH 측정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프
로세스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유리 재질
이 아닌 pH 센서 및 디지털 메모센스
(Memosens) 기술을 통해 인라인 측정
을 가능케 합니다. 메모센스 센서는 실
험실에서 사전 교정되어 프로세스 가
운데 교환 가능합니다.

5  병, 컵 그리고 팩이 우유 또는 유제
품으로 급속하게 채워지는 충전 및 병
조림 시스템은 유제품 생산의 핵심 부
분입니다. 

완전한 계측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심
층적인 업계 노하우, 업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엔드레스하우저는 
유제품 공정을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
라 플랜트 설계 회사, OEM 및 엔지니
어링 기업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합
니다. 또한 충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전 설정 시스템과 같이 엔드레스하
우저 유량계는 자동화 솔루션의 기반
을 형성합니다. 

링입니다. 에너지양과 흐름을 측정하
는데 사용되는 계측기 외에도 엔드레
스하우저는 데이터의 전송, 시각화 및 
분석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소스에서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엔
드레스하우저는 식음료 가공뿐만 아
니라 모든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측정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계
측 기기의 다양성을 줄여주므로 기기 
교육, 유지 보수, 교정 및 예비 부품 처
리에 드는 노력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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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화학 플랜트 운영을 가능케 하는 파트너,
엔드레스하우저

화학 산업에서 제품은 기본 화학 물질, 특수 화학 물질 및 중간 및 완제품으로 분류되며, 이것들은 소비재, 모든 제조 산업 및 다른 
많은 산업 분야 어디에서나 사용됩니다. 오늘날의 산업 생산 공정은 일부 19세기 유럽에서의 산업 생산의 시초로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 있고, 주로 초점을 두는 분야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즉, 비료, 살충제 및 제초제, 염료 및 색소, 저가 직물용 합성 섬유, 
의약품 등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공정 엔지니어링 단계의 필수적인 특징들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준비(Preparation), 반응
(Reaction), 처리(Treatment)라는 반복적인 기본 작업의 연속인 것이지요. 

2009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로, 많은 화학 설비들은 최대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정 분석은 거액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액체 분
석은 품질 보증 이상의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생산 및 자동화 엔지니어링의 일부인 공정 분석은 공정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 최적화는 화학 반응을 한계에 이르게 하여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합니
다. 전형적인 예로는 최적의 산소 함량으로만 적절하게 작용하는 부분 기상 반응(partial gas phase reactions)이 있습니다. 이를 위
해 폭발 한계에 최대한 가깝게 도달해야 하는데, 따라서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기술은 반드시 신뢰성 있고 
정확하며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즉, SIL 분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중부의 공업 도시인 비터펠트(Bitterfeld)에 위치한 실리콘 생산 전문 기업인 ‘실리콘 프로덕츠(Silicon Products)’ 사의 실리콘 
설비는 엔드레스하우저의 트랜스미터 Liquiline CM42, 디지털 pH 센서 Orbisint CPS11D 및 공정 회수형 어셈블리 CPA472 등으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전개 중인 화학 산업에 집중한 공정 안정성 캠페인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정 계측을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현장 계측의 공정 안전을 화두로 할 때는 엔드레스하
우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처럼 최고의 안전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채로운 수질 분석계 포
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메모센스(Memosens)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몰딩 된 센서헤드와 케이블의 유도식 연결부는 금속 접점이 없는 비접
촉식으로 습기와 부식 또는 간섭받는 측정 신호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므로 ‘안전 설계’의 완벽한 예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산업에서 사용되는  센서와 트랜스미터는 방폭지역 설치에 관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방폭 인증 
제품으로는 pH/Redox의 자동측정, 세정, 교정 시스템인 Liquiline Control CDC90에서부터 전도도 센서인 Indumax CLS50D, 2선식 트
랜스미터인 Liquiline M CM42등이 있으며, ATEX(유럽), CSA(캐나다), FM(미국), TIIS(일본), NEPSI(중국), IECEx(국제) 등의 방폭 인증
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레스하우저는 전 세계적으로 pH 측정을 위한 완벽한 TÜV 인증 SIL(Safety Integrity Level) 2 측정 포
인트를 제공하는 유일한 계측 기기 제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pH 유리 센서인 Orbisint CPS11D, 디지털 케이블 CYK10, 
트랜스미터 Liquiline M CM42로 구성된 시스템은 완벽한 ‘기능 안전’의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플랜트 운
영을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 엔드레스하우저와 함께 플랜트 안전은 물론 오퍼레이터의 안전까지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폭 인증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제공하는 Liquiline M CM42트랜스미터

측정된 값이 센서에서 디지털화되어 트랜스미터에 유도식(비접촉식)으로 전송되는 메모센스

마케팅팀 강경국 과장 kyungkook.kang@rok.endress.com
마케팅팀 이선아 과장 sunah.lee@rok.endress.com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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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교정의 중요성과 
엔드레스하우저의 진일보한 기술을 통한 
교정 절차의 개선

엔드레스하우저는 세계 최초의 자가 교정 기능을 갖춘 온도계인 ‘iTHERM TrustSens’를 개발해 바이오, 제약, 식음료 산업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진일보한 온도 센서 테크놀로지가 교정 과정을 얼마나 손쉬운 것으로 만들어주는지, 교정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FAQ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산업 공정에서 정확한 온도의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에 따라 정확한 온도 측정 및 제어는 제품 품질에
서부터 시작해 공정 효율, 안전,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공정은 적절한 반응
이 일어나기 위해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측정 및 제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중 세척, 살균이 중요한 경
우 잠재적인 오염 및 멸균이 안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Q. 온도 센서 교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 기간, 
또는 정기적인 셧다운 기간에 온도센서를 프로세스에서 제거 후 센서를 교정 기관으로 보내 IEC 60751 또는 고객 내부 규정의 허용 오
차 범위 내에서 계속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포인트 교정이 수행됩니다. 센서가 기준 장비와 허용 오차 범위 외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오차만큼 조정합니다. 또는 센서를 프로세스에서 제거 후 이동식 배스 또는 블록 교정기를 이용하여 기준 센서를 현장에서 
교정을 수행합니다.

Q. 교정 기간 사이에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온도 센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센서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시점을 정확히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교정주기로 교정을 하는 경우 교정 중 제품
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을 때 센서가 이전 교정 후 1개월, 6개월 또는 11개월에 벗어났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모든 RTD는 수명 주기 동안 편차가 발생하며 특정 
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드리프트의 정도는 각 개별 RTD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내부 교정주기에 따라 알맞게 교정을 진행하더라도, 
교정 주기 사이에 측정 센서는 이미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값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안전할 것이다. 
지난번 교정 시 문제가 없었고, 교정 사이클이 남아 있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Q. 교정을 보다 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온도 센서 기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엔드레스하우저는 교정 시 소요되는 노동력을 줄이고, 교정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온도센서의 허용범위 오차를 발견하여 공정의 
위험을 줄 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온도센서를 공정에서 분리하지 않고 공정 운영 중에도 교정이 가능한 자가 
교정 온도센서 ‘iTHERM TrustSens’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온도센서 내부에 물리적으로 118’C를 기준하는 큐리에 포인트를 이
용한 레퍼런스 소자가 들어있어 SIP(살균처리)한 배치가 진행될 때마다 자가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유럽의 유명 제약, 식음
료 사에서 현재 iTHERM TrustSen를 채택해 운용 중에 있으며, 기존의 캘리브레이션 주기를 혁신적으로 보완하고 각종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에 고객사에서 매우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글   마케팅팀 이진규 과장
jinkyu.lee@rok.end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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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oT시대를 준비하는 
엔드레스하우저의 발걸음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일부 사용자는 이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설비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아도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밤에 숙면을 취했는지, 강아지는 집에 혼자 잘 있는지, 내 주식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지 오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
지고 있지만, 프로세스 산업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계기에 대해 정확한 상태
를 알고 싶다면 ‘여전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현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IIoT 담당자 슈테픈 오크쉔라이더(Steffen Ochsenreither)는 디지털 편의(Digital convenience)라는 개념이 곧 프
로세스 산업에도 진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슈테픈 오크쉔라이더는 산업 현장에 있는 모든 센서의 정보를 어디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화 과정의 기념비적인 마일스톤이었던 기계화, 전기 보급, 그리고 자동화에 이어 ‘디지
털 상호 연결’이 현재 진행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슈테픈 오크쉔라이더는 IIoT를 혁명적 쿠데타와 같은 무언가가 아닌, 일종의 ‘점진적 접근의 방향성’이라는 범주 내에서 사고하고 있
습니다. “IIoT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는 기존 설비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주기 위해 상세한 어플리케이
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디지털 설치 기반(Installed base)의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엔드레
스하우저 어날리틱스(Endress+Hauser Analytics)’입니다. 현재 철강 산업 현장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산업 
분야와 무관하게 모든 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어날리틱스를 통하면 제조사에 무관하게 모든 계기들의 정보가 쉽게 분류되며 분석됩니다. 네트워크에 인터페이
스 모듈이 다양한 계기 종류를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클라우드에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물리적인 사물과 동일하게 컴퓨터에 구
현되는 가상 모델)을 생성합니다. 계기 명판을 엔드레스하우저 앱을 통해 읽고, 그 정보를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여 클라우
드에서는 엔드레스하우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과 대조 및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어날리틱스는 계기 현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모바일 기기
는 물론 PC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의 앱(‘Endress+Hauser Operations’, ‘Endress+Hauser SmartBlue’ 등)
을 통해 고객은 계기 정보 및 성적서 등의 관련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지점의 위험도(criticality), 교체가 필요한 제품의 
후속 제품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앱은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 IIoT생태계의 핵심 요소는 ’클라우드 기반 허브(cloud-based hub)’라 이름 붙인 인터페이스 모듈 및 엔드레스하우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스마트 계기의 모든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고 기존 설비 및 프로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는 알
고리즘을 만들어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측정기술 자체는 어떠한 변화도 요구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계기들은 HART, WirelessHART, Profibus 및 GSM 등을 통해 통신을 하며,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추가될 것입
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인증받은 기관의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IIoT 생태계에 기반한 다양한 앱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Asset Health Monitoring’ 앱은 설치 기반의 
상태를 감시하고 이는 예측적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Smart Metrology’라는 앱은 pH센서 교정주기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
니다. 슈테픈 오크쉔라이더는 “엔드레스하우저는 수질 관리를 위해 GSM게이트웨이와 스마트폰 앱을 포함한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
해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메모센스(Memosens) 센서와 Liquiline 트랜스미터용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디지털 서비스’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일 뿐 아니라, 프로세스 산업에서는 모두가 
여전히 낯설어 하는 ‘온라인 세일즈’에 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IIoT를 통해 고객의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화’의 과정에는 ‘디지털적 판매’의 과정 또한 포함됩니다. IIoT의 시대를 향
해 가는 엔드레스하우저의 디지털화의 여정에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마케팅팀 정상윤 대리
sangyun.jeong@rok.endress.com 

엔드레스하우저의 IIoT 솔루
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사이트에 방문해 보
시기 바랍니다.
https://iiot.end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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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고격 곁에,
엔드레스하우저의 ‘서비스’ 한눈에 보기

글로벌 지원 
엔드레스하우저는 다양한 산업 및 공정의 특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측정 기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
다. 이러한 지식은 플랜트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 및 지원
엔드레스하우저는 전문적인 진단 및 수리 서
비스로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
니어링, 시운전, 유지 보수, 교정 및 교육에 이
르기까지 가능한 최대 범위의 맞춤형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이 프
로세스 및 플랜트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유지 보수 및 계측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 및 교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아 지원합니다.

높은 정확도 
품질 관련 측정 포인트는 정기적으로 테스
트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는 생산 공장이나, 서비스 센터 또는 고객의 
현장 등 어디에서 수행되는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물리적, 분석적 및 기계적 파라미
터에 대한 글로벌 표준과 일치하는 교정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미래의 서비스는 디지털입니다. 스
마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막대한 양
의 센서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분석
하면 예측 보전과 같은 새로운 서비
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계획
된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0만 개 이상의
계측기 교정

엔드레스하우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00만 가지의 계기

1 mil.

19 mil.

60년 이상의
현장서비스 경험

60개 이상의 국가에
부가 가치(Added value)
서비스 제공

기술인력비용
최대 30% 감소

시운전 시간
최대 50% 감소

ISO/IEC 17025
국제적으로 공인된 고정
식/이동식 교정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설치된 계기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엔드레스하우저
애널리틱스 앱

산업사물인터넷(IIoT)
에코시스템
센서 데이터 및
기기 정보를 분석하는
엔드레스하우저 허브

한국엔드레스하우저 검교정 및 유지보수 서비스 문의 
오상택 부장 calibration@rok.endress.com / 02-3660-0343

World’s first
타사 기기를 포함, 계측기
에 대한 추적 가능한 현장 
교정 제공

매년 2,500여명의
사용자 교육

전세계 1,000명 이상의 
엔드레스하우저 서비스 
엔지니어

엔드레스하우저는 계측 기기, 즉, ‘제품’을 통해 그 명성을 쌓아왔지만, 그 명성을 더욱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준 것은 ‘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연간 글로벌 캠페인을 총괄하고 있는 산드라 루바트(Sandra 
Rubart)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증명된 것 중 한 가지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서비
스를 상시 이용하는 고객이 오직 엔드레스하우저의 제품만 이용하는 고객 대비 고객유지율(Customer Retention Rate)
과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상
품 중 ‘서비스’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처럼 플랜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각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범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양한 수치와 함께, 엔드레스하우저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하며 어떠한 남다른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마케팅팀 이선아 과장 
sunah.lee@rok.endress.com

전세계 
연간 15만 건의

서비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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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공정의 세포 밀도와 공정 내 당화를 최적화하는 
카이저옵티컬시스템의 라만 분석기 적용 사례

세포 증식을 통한 단백질 치료제 생산은 비교적 용이하게 재조합 단백질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
이오 공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이 공정을 통해 전체 바이오 약품의 60~70%가량이 생산됩니다. 공정 내의 다양한 생물
학적 매개변수는 세포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상세한 공정 정보는 배양되는 세포의 대사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일관적으로 유
지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공정에서 중요한 생물학적 매개 변수는 포도당 외에 pH, 용존 산소(DO), 온도 및 교반 속도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세포의 대사 프로
파일, 폐기물 생성 및 전사 과정 후 비효소 당화(nonenzymatic glycation)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당화는 세포의 
항체항원결합 차단, 생활성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 원하지 않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종당화산물(AGE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화는 포도당 수치의 정밀한 제어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
습니다. 최근의 한 적용 사례에 따르면 온라인 실시간 포도당 측정은 유가 배양 시스템을 최적화해 세포 밀도와 수율을 향상시키고 
공정의 견고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실시간 포도당 분석은 공정의 중요한 생물학적 정보를 제
공하고 공정 개발(PD)에서 대량 제조까지 일관된 유가 배양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화학자 브랜든 베리(Brandon Berry)와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한 연구   에서 카이저옵티컬시스템의 라만 분석기를 이용해 바이오 
공정 내 단클론항체(單clone抗體, monoclonal antibody)의 당화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는 단클론항체의 원
치 않는 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포도당 수치의 세밀한 자동제어를 가능하게 한 카이저옵티컬시스템 라만 분석기의 명확한 
효과임을 입증합니다.

포도당 농도는 공급 속도를 수동으로 변경해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온라인제어는 제조 설비의 공정 견고성 및 

생산된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킵니다. 라만 분석기는 단일 센서를 이용해 바이오 공정 내 영양분 및 대사 물질 농도 등 다양
한 성분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당 바이오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위한 피
드백제어 기반의 생산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피드백 제어의 구성도는 그림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스펙트럼은 785-nm Invictus 레이저 소스 및 스
테인리스스틸 소재의 프로브인‘bIO-LAB’ in situ 센서가 장착된 카이저옵티컬시스템의‘RamanRxn2’ 분석기를 사용해 데이터화되었
습니다. 

포도당 피드백 제어 시스템은 두 가지 콘셉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주기 동안 포도당 농도를 2.25g/L로 일정하게 유
지하고 두 번째는 같은 기간 동안 포도당 농도를 9.75에서 2.25g/L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온라인 라만 
스펙트럼 데이터에 기초해 포도당을 주입하였으며, 포도당 농도는 밴드 제어를 사용해 설정점보다 0.25g/L 이내로 유지되었습니
다. 포도당 농도가 설정값 아래일 때 주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만 기반의 피드백 자동 제어 시스템은 단일항체(mAb) 생성물의 당화를 4%로 최소화해, 9%인 종래의 다량 주입 방
식에 비해 2배 이상 당화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단백질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림 2). 

실시간 온라인 분석을 통해 공정 내 영양분, 대사 부산물, 세포량 측정 및 프로세스 특성의 간편한 분석 데이터 편집 및 저장 기능
은, 세포 배양 및 발효 생물 공정에서 카이저옵티컬시스템 라만 분석기를 이용한 PAT 솔루션의 중요한 이점입니다. 카이저옵티컬
시스템 분석기를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은 단백질 약제 제품의 품질을 일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향상시킵니
다. 나아가 젖산, 삼투압 및 세포 밀도를 비롯해 포도당 이외의 다른 생물 반응기 매개 변수 또한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생물 반응기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즉, 카이저옵티컬시스템 라만 분석 시스템은 기존 바이오 공정 시스템에 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 공정 특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생산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보장할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공정분석기술(PAT)’ 솔루션인 것입니다.

그림1. 바이오 공정에 적용된 Kaiser 라만 분석시스템

Fiber optic probe

1)

Raman analyzer 
RamanRxn2

OPC 

Feed Rate

Model

Identified CPPs

Optimization

글   마케팅팀 이진규 과장
jinkyu.lee@rok.endress.com 

그림2. 수율 증가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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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rry et al. (2016). Quick Generation of Raman Spectroscopy Based In-Process Glucose Control to Influence Biopharmaceutical Protein Product 
Quality During Mammalian Cell Culture. Biotechnology Progress, 32(1), 224–234.  
 
2) Matthews TE, Berry BN, Smelko J, Moretto J, Moore B, Wiltberger K (2016) Closed loop control of lactate concentration in mammalian cell 
culture by Raman spectroscopy leads to improved cell density, viability and biopharmaceutical protein production. Biotechnol Bioeng 113:2416–
2424 . doi: 10.1002/bit.26018

   

미국 미시간 주 앤 아버(Ann Arbor)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이저옵티컬시스템(Kaiser Optical Systems)은 라만 분광기 계측 및 홀로그램 기

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라만 센서 및 계측 기기, 분광기, 통신, 천문학 및 초고속 과학을 위한 고급 홀로

그램 구성품 등이 있습니다. 생명 과학, 화학, 석유 화학 및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프로세스 산업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으며, 연구/

실험실용 화학적 조성 측정 기기 또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분석계 포트폴리오, 그중에서도 실험실에 특화된 고급 분석

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년 카이저옵티컬시스템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카이저옵티컬시스템 

2524



challenge company magazine

2018년 1월 완공된 엔드레스하우저 중국 제3공장 내 자리잡고 있는 3,000mm 공칭 지름의 교정 리그

중국 쑤저우에 유량 교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역대 최대 규모의 자동화 시설을 선보인 엔드레스하우저

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2018년 1월, 2만여 개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중국의 대규모 산업 단지의 중심인 쑤저우(蘇州, 소주)에 
세 번째 생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 제3 공장에는 유량 교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교정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매우 높은 
공칭의 대구경 유량계까지 완전히 자동화된 시설을 통해 높은 정밀도로 교정할 수 있는 시설로, 발급되는 인증서는 전 세계에서 유
효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회색의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의 지름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보다 크며, 길이는 76m의 홀을 가로지릅니다. 파이
프 라인에서 보이는 파란색의 세그먼트가 바로 현재 교정 중인 대구경 전자 유량계입니다. APCSuzhou 공장 직원이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배관 내 유체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이번에 건립된 쑤저우 제3 생산 공장은 유량계 생산에 특화된 엔드레스하우저의 해외 분공장 중 하나로, 고객의 요구 사양에 따라 
대구경 전자 유량계를 생산하며, 그와 동시에 교정 및 조정을 거친 후 고객에게 정확한 측정값을 자랑하는 유량계를 제공합니다. 엔
드레스하우저의 전자 유량계 ‘Promag’는 최대 편차 0.2%를 보장합니다. 제3 공장 건립을 위해 쑤저우에 200일 넘게 머무르며 공장
의 설계와 감수를 담당한 엔드레스하우저의 프로젝트 관리자 외르크 펠러(Jürg Gfeller)는 “교정 시설은 세 번 정확하게 작동하는데 
이는 0.666% 측정 불확도에 해당하며 가득 찬 욕조에서 떠올린 샴페인 잔 하나 정도에 해당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쑤저우 
제3 공장이 중국에 위치하게 된 것 또한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여전히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은 급수 설비 역시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대구경 유량계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정밀 유량 측정 기술을 
통해 최근 수년간 관련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크레인을 통해 운반되고 있는 고중량의 교정 대상 유량계

새로운 교정 시설에는 총 4개의 측정 섹션이 있으며 그중 3개는 DN1,400, DN1,600 및 DN1,800의 고정 공칭 너비(DN)로 설계되었
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DN 2,000에서 DN 2,400 범위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생산 시설 중 역대 최대 
규모인 DN 3,000구경의 교정 설비는 2018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설비는 공식적인 론칭 이전에 새로운 시설로서 중국 당국
에 의해 JSMI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 표준인 ISO 17025에 따른 인증이 CNAS의 국가 인증 서비스에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
서 쑤저우 제3 공장의 교정 시설은 중국 내 공급되는 유량계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납품되는 유량계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유량계를 사용하는 세계의 모든 고객은 해당 유량계의 생산지와 무관하게 쑤저우 제3 공장의 교정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쑤저우 제3 공장의 특징 중 하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물은 일정한 압력으로 펌프에 의해 순환되어 시험편
과 마스터(master)라고 불리는 기준 장비를 통해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설계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재현 가능한 조건
에서 교정과 측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romass X’모델의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 14대가 교정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높은 정확도
를 자랑하는 코리올리 원리를 이용해 전자 유량계는 최소 4배 이상의 정확도로 테스트 받게 됩니다. 

측정 장비에 대한 추적성은 해당 장비에 대한 교정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전 
세계 모든 엔드레스하우저의 유량 교정 플랜트에 적용됩니다. 모든 교정 설비는 프랑스 파리의 1차 질량(primary kilogram)과 같은 
국제 표준에 최대 근접치로 교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쑤저우 제3 공장의 코리올리 마스터 장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르
기 위해 정기적이고 개별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교정 설비가 측정하는 값을 저울(scale)을 통해 무게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며 매 2년마다 중국 공인 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교정 설비에 대한 표준 부동(standard weight)과 교정 대상 장비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작업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는 교정 시설은 현재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쑤저우 제3 공
장만의 성과이자 엔드레스하우저의 기술력이 집대성된 결과물입니다. 

한편, 엔드레스하우저는 측정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위해 현재 중국 쑤저우에만 세 곳의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랜트
는 2003년에 완공되었으며 레벨 및 압력 측정 장비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두 번째 플랜트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번에 문을 연 쑤저우 제3 공장에는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
도 유량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   마케팅팀 김세욱 대리
sean.kim@rok.end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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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

DN 1,600

DN 1,800

DN 2,000 – 3,000

DN 1,400

쉬지 않고 가동 중인 쑤저우 제3공장의 교정 시설
엔드레스하우저 쑤저우 제3공장의 새로운 교정 설비는 최대 DN 3,000의 전자 유량계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현존하는 그 어떤 교정 설비보다도 현대화된 자동화 설비입니다.  

급수에 대한 마스터 미터의 유량 및 밀도 측정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증된 
기준과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폐쇄순환형 급수 시스템은 개방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적이며 에너지를 약 
50% 절약합니다.

교정 사양 및 이력 추적을 세계 최초로 100% 자동화했습니다. 

플랜트 지하에
는 6개의 보정
수(calibration 
water)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
니다. 

시험 대상 유량계는 Pulse output을 통해 
체적유량을 마스터 장비와 비교합니다.

1500m3 탱크에서 유입되는 물(water)이 
배관을 통해 흘러들어갑니다.

물은 펌프에 의해 일정한 압력으로 
고르게 순환됩니다. 

교정 시 사용되는 물은 최대 14대의 기준 장비(마스터)와 
4개의 시험 섹션 중 하나를 통과합니다. 

Weighing 
container

Success 
Story 

캐필러리 방식 차압 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엔드레스하우저의 전자식 차압계 ‘Deltabar FMD72’

미국 텍사스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화학 제품 제조 기업 ‘센타우리 테크놀로지(Centauri Technologies)’는 최대 8,500 갤런을 수용하는 배
치 리액터를 두고 있으며, 다목적 연속 생산 능력 및 촉매 배치 슬러리 오토 클레이브 역량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센타우리 테크놀로지
가 엔드레스하우저의 제품을 채택한 이후 어떻게 공정의 효율화를 이뤄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센타우리 테크놀로지는 기본 생산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맞춤 배치 프로세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 처리는 짧게는 며칠에
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이뤄지는데, 안전한 배치 처리를 위해서는 탱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화학 제품 오염 방지 및 
의도하지 않은 다른 물질과의 반작용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특수 화학 제품용 리액터가 사용하는 캐필러리 차압 레벨 측정 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종종 공정 제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필러리에 충진된 오일은 증류탑 레벨 변화와 무관하게 팽창하고 불안정한 측정을 초래했으며, 출력 신호를 증가시켰습니
다. 또한, 기계적 충격 및 열로 인한 충격으로 4~6개월마다 캐필러리가 손상되어 공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
라 전체 캐필러리 타입 교체를 위한 유지 보수 작업이 요구되었으며, 그로 인해 최소 하루 이상의 공정 중단으로 인한 생산 부문에서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엔드레스하우저는 기존의 캐필러리 방식의 차압 측정이 아닌 전자
식 차압계로의 교체를 제안했고, 센타우리 테크놀로지는 정밀한 전자식 차압계인 
‘Deltabar FMD72’를 채택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Deltabar FMD72는 주로 압력 탱크, 증
류탑 및 증발기의 압력, 레벨, 부피 또는 질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차압계로, 고압 센
서(HP)는 정수압을 측정하며 저압 센서(LP)는 헤드 압력을 측정합니다. 트랜스미터에서 
이 두 가지 디지털 값을 사용하여 레벨이 계산되므로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일반 차압계에서 발생하는 외부의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측정 오류를 제거합니다.

결론적으로 엔드레스하우저 Deltabar FMD72는 캐필러리를 사용하는 기본 차압 측정에
서 연유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센터우리 테크놀로지의 리액터에 
Deltabar FMD72를 설치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별도의 유지 보수는 단 한 번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며, 전자식 제품이므로 주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레벨을 측
정합니다. 자연히 유지 보수를 위한 공정의 중단이 불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 
및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타우리 테크놀로지는 캐필러리 시스템과 비교해 엔드레스하우저 전자식 차압계의 모
듈식 콘셉트에 특히나 만족을 표했는데, 개별 센서 및 전자 부품이 필요시 각각 교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타우리 테크놀로지의 운영 책임자인 돈 밴더슬라이스(Don 
Vanderslice)는 “플랜지 연결에서 결선 작업까지 10분 안에 모든 설치가 완료됐으며 이
와 동시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전자식 차압계는 비용 절
감 및 프로세스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정 정보 
증류탑 레벨 측정 
• 높이: 7m (24ft) 
• 공정 압력: 1 ~ 1.5bar (15 ~ 20psi) 
• 공정 온도: 외기 온도: 5°C ~ 55°C  
                         (40°F ~ 130°F)

엔드레스하우저 전자식 차압계 
Detabar FMD72

마케팅팀 정범석 차장 john.jung@rok.endress.com
마케팅팀 최영학 younghag.choi@rok.endress.com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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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철강 제조 기업인 Voestalpine Stahl은 자동차, 전자 제품, 건축 자재, 가전제품 및 기타 가공 산업의 까다로운 공정
에 필요한 혁신적인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중단 또는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레벨 측정이  필
수적이었는데, Voestalpine Stahl 은 수년간 오스트리아 린츠(Linz) 본사에 소재한 160 개 벙커에 저장된 45 가지 재료의 레벨을 가이드 
레이다 (로프 프로브)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러나 벙커가 너무 빨리 채워지면 로프 프로브가 벙커 상단부분과 맞닿아 레벨 
신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Voestalpine Stahl은 비접촉식 레이다 타입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며 엔드레스하우저의 혁
신적인 80GHz 기술이 적용된 레이다 ’Micropilot FMR67’을 채택 후 만족스러운 수준의 정확한 레벨 측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Micropilot FMR67은 드립 오프 (drip-off) 안테나와 작은 빔 각도가 특징이며, 혹독한 공정 조건에서도 우수한 측정 정확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높은 충진 속도 가운데도 올바른 레벨을 측정합니다.

80GHz 레이다의 안정적인 측정

Success 
Story 

독성 물질에 내구성이 강화된 메모센스 pH 센서,
‘CPS11D’를 통한 무기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 

엔드레스하우저 CPS11D는 모든 종류의 공정 및 환경 공업(Environmental Technology) 분야에 특화된 pH 센서입니다. 유지 보수에 
많은 노동력 내지 비용이 소요되지 않게끔 디자인되었으며, 수명 또한 길어 프로세스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합리성을 고려할 때는 
단연 최고의 선택이 될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식 및 습기에 강하고 실험실에서 교정이 가능하며 예측적 유지 보수가 용이한 것
이 장점입니다. 

유리 전극을 이용한 pH 측정 방법은 전위차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데, 유리는 전기 절연체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pH 측정용 트랜스
미터는 입력 임피던스가 대단히 높아야 합니다. 메모센스(Memosens) 전극의 경우, 신호가 간섭 없이 디지털로 전송됩니다. 유리는 
고온의 산성 및 알칼리성 물질로 작업할 때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불활성 재료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pH 유리 전극
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염소(chlorine) 생산 공정에서 바로 이 CPS11D를 사용해 프로세스의 생
산성과 안정성이 제고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염소 생산 공정에서 pH의 제어는 생산성과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측정 파라미터입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인하
여 pH센서가 자주 드리프트 되고(공정 조건: pH2.5-3.0, 80℃),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잦은 유지 보수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가동 중
단이 발생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CPS11D로의 전극 교체를 제안
했는데요, CPS11D는 내부에 유독성 물질의 포집 장치(ion-trap) 및 PTFE 다이아프램(diaphragm)의 적용으로 유지 보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를 지원하는 메모센스를 이용해 위험한 방폭 지역에서도 전극을 쉽고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PS11D를 통해 고객사는 기존 대비 2배가량 연장된 pH 전극 교정 주기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을 평균적으로 약 50%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서의 플러그인 헤드와 케이블 연결부는 완벽히 몰딩 처리되어 금속 접점이 없는 비접
촉식이므로 신호와 전력은 유도식으로 전달되며, 현장 환경에서의 습기, 부식, 가스와 같은 제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 pH 전극 
및 케이블의 수명을 2~3배로 연장, 교체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절감되었습니다. 센서 헤드에 내장된 메모리에 교정 데이터, 센서 데
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센스 기술을 통해, 현장이 아닌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작업실에서 유
지 보수 및 교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교정 품질과 측정 정확도가 개선되며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역
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사한 프로세스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 여러분들은, 엔드레스하우저의 메모센스 pH 센
서 사용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케팅팀 강경국 과장 kyungkook.kang@rok.endress.com
마케팅팀 이선아 과장 sunah.lee@rok.endress.com

글   

마케팅팀 정범석 차장 john.jung@rok.endress.com
마케팅팀 최영학 younghag.choi@rok.endress.com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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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
하노버메세를 가다

엔드레스하우저는 매년 4월, 전 세계의 홍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커뮤니케이
션 컨퍼런스(Communication Conference)’를 독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
페인에 대한 전략과 함께 각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엔드레스하우저라는 기업과 
브랜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컨
퍼런스는 고전 동화 ‘브레멘 음악대’를 통해 잘 알려진 도시 ‘브레멘’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본사가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매년 독일에서 컨퍼런스를 여는 이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박람회인 ‘하노버메세(Hannover Messe)’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서입
니다. 

올해 하노버메세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
션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었던 27일 오전, 동료들과 함께 하노버로 이동해 전시를 관
람했습니다. 특히 관람 전날인 26일, 몇 달에 걸쳐 전시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본사의 
CEC(Corporate Exhibition Center) 팀원들로부터 올해 전시회에서 새롭게 시도한 점들
에 대한 발표를 들었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CEC팀은 전 세계 엔드레스하우저 그
룹이 참가하는 모든 전시회의 부스 디자인 및 설계, 전시품 운송을 비롯해 효과적인 전
시를 위한 컨설팅 일체를 담당하는 팀으로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역시 코마린
(KORMARINE)과 같은 전시회에 참가할 때 CEC팀과 몇 달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거칩
니다. 

글   마케팅팀 정영 과장
young.jeong@rok.endress.com

하노버는 독일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자 철강, 섬
유, 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상공업 도시
입니다. 또한 바로 그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집중적인 공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기도 했으
나, 전후 복구에 힘써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
었다고 합니다. 1947년 시작된 유서 깊은 전시회 
하노버메세는 제조업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본고장으로 주목받기 시작
한 이후 더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
다. 하노버메세는 관련된 수치들만 봐도 그 엄청
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 올해 전시 후 공개된 
리포트에 의하면 닷새 동안의 전시 기간 방문자 수

는 210,000명이고 무려 70,000명이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방문했으며, 75개 국가에서 5,000여 기업이 전시 주체로 참가했고, 150
개 이상의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진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오전부터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내리 걸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의 전시 공간과 부스가 등장하는 하노버메세의 규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더스트
리 4.0을 향한 폭발적인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인더스트리 4.0은 한마디로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의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데서 출발한 이 성장 전략은, 고객 맞춤
형 제품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똑똑한 공
장’, 즉, 스마트 팩토리가 논의의 중심이 되며, 센서 기술, 기기 간의 연결성(connectivity), 공정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과 제어가 중
요해지는데,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전시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엔드레
스하우저는 하노버메세에서 매년 수여하는 에르메스 어워드(Hermes Award)의 수상자가 되어 미디어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자가 교정 기능을 갖춘 온도계인 ‘iTHERM TrustSens’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에르메스 어워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인더스트리 어워드 중 하나이며, iTHERM TrustSens는 사물인터넷(IIoT) 기술이 공정 자동화 산업에 어
떻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제품으로 인정 받아 수상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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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의 부스는 CEC 팀원들의 자신감이 근
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한 
로봇 ‘페퍼’는 부스 방문객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단체 관람을 온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폭
발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페퍼는 IBM
의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이 탑재된 일본 소프트뱅크
사(社)의 휴머노이드로, 대인 반응을 통해 인간의 감정
과 반응을 인지하고 그걸 클라우드를 통해 수많은 페
퍼가 공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페퍼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성장형’ 로봇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를 상징하는 마젠타 컬러의 보우타이를 맨 채 방문객 
환대를 담당한 페퍼는 ‘생일 축하’, ‘쿵푸’, ‘에어기타’, ‘행
복한’, ‘당황한’, ‘코골이’ 등 여러 키워드 버튼이 활성화
된 태블릿 PC를 장착하고 있었고, 각 버튼을 누를 때마
다 그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며 방문객을 맞이했습니
다. 

이 밖에도 보급형 제품에 특화된 제품군을 온라인몰
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E-direct 포털’의 손쉬운 구
매 과정을 ‘자판기’ 형태의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로 
형상화해 제품을 선택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음료
수 캔이 자판기 출구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엔드레
스하우저 초콜릿을 꺼낼 수 있는 귀여운 전시품도 있
었고, 엔드레스하우저 기기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
는 공정 데이터와 직관적인 사용법을 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플랫폼을 통해 체험해볼 수 있
게 한 것 또한 많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자신의 차례
를 기다릴 만큼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한 터치 스크린 방식의 애니메이션으로 엔드레스하
우저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걸 빠르고 
손쉽게 알아낼 수 있으며 교체 과정이 얼마나 쉬운지 강
조한 서비스 주제의 애니메이션도 이채로웠습니다. 

올해 하노버메세가 마무리된 후 여러 매체가 ‘하노버
메세 2018을 통해 본 업계 트렌드’와 같은 분석 기사
를 내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자
기 최적화를 해내는 자동화 기기’였습니다. 인더스트
리 4.0이 약속하는 근미래의 변화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 보수’의 전과정 자체를 재정의 하겠다
는 것입니다. 예측적 유지 보수와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경제적인 동시에 안전한 플랜트 운영을 보장하
는 것이야말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데, 엔드레스하우저는 강력한 자가 진단/검증 기능인 ‘
하트비트 기술(Heartbeat Technology)’을 통해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트비트 기술이란 시스템 오류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에 대해 미리 감지함으로써 고질적인 다운 타
임 해결 및 검사 주기/교정 주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해주
는 기술로, 기기의 영구적인 자가 진단 및 검증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문서화, 제공된 기기/프로세스 데이터를 
통한 예측적 유지 보수를 통해 프로세스 최적화를 가능
하게 합니다. 

저로서는 올해가 하노버메세의 첫 방문이었고, 특히 동료들과 함께 감상을 나누며 
전시를 관람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고, 엔드레스하우저
와 그 경쟁사 뿐 아니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SAP와 같은 세계적인 
IT 공룡 기업들이 대규모의 부스로 산업용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
를 선보이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엔드레스레하우저 역시 SAP와 협업해 
IIoT 솔루션을 개발 중인 것처럼, 공격적인 디지털화로 인해 제조업의 아키텍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 인더스트리 4.0의 앞날과 함께 2019년 하노버메세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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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P칼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기업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엔드레스하우저 CEO, 마그디 바타토 네슬레 사업본부장 대담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거버'와 같은 브랜드로 이미 친숙하실 '네슬레(Nestlé)'는 엔드레스하우저와 마찬가
지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자,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식품 전문 기업입
니다. 2016년 기준, 네슬레는 191개국에 진출해 2,0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우리 돈
으로 약 105조에 이릅니다. 네슬레는 또한 엔드레스하우저의 오랜 고객이기도 한데요,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Matthias Altendorf) 엔드레스하우저 CEO가 마그디 바타토(Magdi Batato) 네슬레 사업본부장과 대담을 가
졌습니다. 주제는 1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하는 시장, 소비자의 니즈에 끊임없이 발맞추며 유연하게 그 
모습을 변화시켜온 네슬레의 '적응력'과, 엔드레스하우저와 네슬레의 파트너십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
득했던, 두 전문 기업인의 대담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PR 디렉터 마틴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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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커피콩의 수분을 측정하고 성분을 
분석하거나 성숙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제조 과정에서 우
리의 공정 장비는 콩 가공에서부터 제분된 커피 포장까지, 각 단
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케팅 차원의 성공
을 논하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일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슬레와 같은 고객을 위해 엔드레스하우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합니까? 

알텐도르프 바타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네슬레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 되어야 함은 물론, 품
질 또한 더 나아져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던 게 기억납니다. 엔드
레스하우저는 이 모든 측면에서 네슬레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엔드레스하우저는 언제나 전
문 인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전 
세계 각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고 고객과 긴밀히 호흡하고 있
기에 네슬레가 어디에서 공장을 운영하건, 물리적으로 멀리 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
첨단 측정 기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식음료 산업을 위한 계측 
기기의 전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어플리케이션
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셋째, 우리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노하우
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오는 특정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네슬레가 높은 
품질 기준,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식품 안전 규정
을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타토 우리는 식품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 간과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측정 및 
자동화 엔지니어링은 식품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엔드레스하우저와 같은 공급 업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타토 고객은 우리의 납품이 시간, 완성도, 가성비 및 사양을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공급 업체들도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엔드레스하우저
와의 협력은 파트너십과 같습니다. 어떠한 성과도 혼자서는 달
성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고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와 함께 시장에서 성공해 왔습니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엔드레스하우저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알텐도르프 고객을 위한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파트너
십이기 때문에 단순한 구매자-공급 업체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밀하게 협력할 때 우리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관
찰하고, 가능한 개선 사항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
저와 네슬레의 관계는 신뢰성과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로 특징지
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이해를 창출했고, 보다 발전하고자 함께 노력해 왔습
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창립자인 조지 H. 엔드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고객에게 헌신하고, 고객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기업입니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발전을 꾀해 왔음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음
식료 산업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치를 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슬레의 운영에 있어 혁신이 갖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타토 우리는 훌륭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지만 그와 동시에 
앞서가는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제조 업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는 기술 개발이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품 개발 
단계에서 네슬레만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며, 적응력과 유연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효율성은 또 다른 
고려 사항입니다. 우리는 가령 예측적 유지 보수와 같은 방법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합
니다.

네슬레는 스위스의 소도시 브베(Vevey)에서 설립된 기업입니
다. 이와 같은 유산은 네슬레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가치입니까? 

바타토 모든 것은 브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업 자체는 브베
라는 도시와 관련성이 깊지만, 그것이 곧 스위스 기업이라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슬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본사의 
복도를 걸어 다니다 보면 무척이나 다양한 언어가 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슬레에는 수십 개의 국적을 가진 임직원
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성이야말로 문화적 개방성과 함께 
네슬레를 성공으로 이끈 강점 중 하나입니다. 

알텐도르프 다양성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덜 취약하게끔 만
들어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종의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
양성이란 곧 복잡성의 증대를 의미하나, 생산성 향상, 혁신 향
상, 직원 만족도 향상, 그리고 고객 유지(customer retention) 향
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네슬레와 같은 회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알텐도르프 첫째로, 네슬레가 2년 전에 그랬듯 언젠가 엔드레스
하우저의 1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안
타깝게도 저는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없을 테지만요(웃음). 그러
나 이처럼 장구한 세월을 견뎌온 후에야 선물처럼 얻을 수 있는 
창립기념일은, 기업의 문화가 역동적인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함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네슬레로부터 시간이 지나도 핵심 역량은 보존하는 가
운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슬레는 항상 고객의 요구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적
응해 왔습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며, 엔드
레스하우저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최고 경영자인 마그디 바타토씨는 2015년부터 네슬레의 집행 이사
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책임자로서 그는 조달, 제조, 공급
망, 엔지니어링, 품질 관리, 농업, 수자원, 안전 보건, 환경 지속 가능성 
및 운영 전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적의 그는 1959년 이집
트에서 태어났으며, 학부에서는 기계 공학 학위를, 로잔공과대학
(EPFL, ‘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에서는 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와 프랑스의 경영대학원 INSEAD에서 경
영인 과정을 마친 후 1991년, 세계 최대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에 합류
했습니다. 1866년에 설립된 네슬레는 업계의 상징적인 기업 중 하나
입니다. 식음료에서부터 헬스케어, 영양, 피부 건강 및 애완동물 관리
에 이르기까지, 2,000개 이상의 브랜드로 구성된 이 그룹은 2017년 
약 90억 스위스 프랑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넘
는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과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는 

공급 업체와 함께 시장에서 성공해 왔습니다.”
마그디 바타토

바타토 씨, 당신은 커리어의 대부분을 네슬레와 함께 보냈습니
다. 네슬레라는 기업이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타토 제가 볼 때 네슬레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변화를 수용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150여 년 간 건재했고, 향후에도 최소 
150년은 더 존속해야 한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변화하는 세태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네
슬레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응력이 있기에 네슬레
는 수년 동안 시장의 변화는 물론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유연
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슬레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받고 있는 만큼 적응력은 꼭 필
요한 능력으로 생각됩니다.

바타토 네슬레는 특히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
다.밀레니엄 세대(1978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자연으로부터 얻
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선택지가 보
다 다양해지고, 보다 혁신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젊은 세대의 소비자는 디지털에 정통한 전문가들입니다. 이
는 e커머스(전자 상거래)가 향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짐을 의
미하며, ‘적절한’ 채널에서 ‘적시’에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제조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잘 활용해야만 한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네슬레가 필수 불가결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난 150년 
동안도 수많은 변화에 훌륭히 적응해 왔듯이, 향후 변화하는 비
즈니스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우리는 훌륭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훌륭한 브
랜드는 변화를 지지합니다.

알텐도르프 씨는 30여 년 전 인턴으로 엔드레스하우저에서 커
리어를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모해 왔습니까? 

알텐도르프 냉전의 상징물이었던 철의 장막이 허물어진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방과 함께, 베를린 장

벽의 붕괴는 정치적, 산업적 관점에서 세계를 극적으로 변화시
켰습니다.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성장을 가속화 시켰으
며, 전 세계 권력 균형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술
적 관점에서는 컴퓨터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제품의 컴퓨팅 능력과 인텔리전스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성하여 모든 것을 훨씬 투명
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며, 특히 엔드레스하우저가 속해 있는 자동화 업계와 고
객의 플랜트에는 겨우 이제야 막 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네슬레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타토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마주한 가
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은퇴한 임
직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그들 또한 당시 기업이 직면한 중요
한 도전 과제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
고 앞으로도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과제 중 하나는 
미래의 성장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양, 건강, 웰
니스(wellness)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항시 언급되는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며, 관련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
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소비자들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에는 무엇이 들어 있
습니까? 재료의 원산지는 어디죠? 어떻게 생산된 제품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결국 마케팅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슬레에게 있어 생산 과정에서의 전문
성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점하는 사안입니까?  

바타토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의 역할은 비즈니스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하지만 성공한 브랜드를 논할 때는 마케팅 외에도 중
요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네스프레소와 같은 제품을 생각해 보
시면 커피 자체는 에티오피아, 또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커피 콩에서 컵에 이르기까지의 가치 사슬에
는 우리의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지식 및 식견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통합됨은 
물론입니다.  

알텐도르프 엔드레스하우저는 이 가치 사슬을 따라 네슬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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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에 갈 때는 무조건 스위스 트래블 패스(Swiss Travel Pass)를 구입하라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쉽게 말하자면, '스위스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연계해서 스위스를 여행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잘 알려진 '유레일 패스'를 구입하
는 경우가 많지만, 스위스 여행 기간 동안만은 반드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별개로 구입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
국은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로 기록됐으니 ‘여행 선수’들 사이에서 이는 
그리 놀랄 정보가 아니긴 합니다만,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주
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와 유람선은 물론이고, 도심지 대중교통도 무료

리기(Rigi), 슈탄저호른(Stanserhorn), 쉴트호른(Schilthorn) 산이 무료

500개 이상의 박물관이 무료! 

대부분의 산악 교통 편은 50% 할인

스위스 도심 내 트램이나 버스의 기본요금만 해도 평균 CHF 4.20으로, 편도에 4,500원 이상입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이면 모두 무료입니다. 

루체른(Luzern) 호수의 기막힌 풍경을 바라보며 들꽃 가득 핀 초록 들판을 하이킹하기 좋은 리기, 세계 최초의 컨버터블 케
이블카이자 더블데커 케이블카인 카브리오(CabriO)로 루체른 호수 상공을 오를 수 있는 슈탄저호른, 영화 ‘007 여왕 폐하 대
작전’의 로케이션으로 유명하며 아이거(Eiger), 묀히(Mönch), 융프라우(Jungfrau)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는 쉴트호른산을 무
료로 오를 수 있습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없으면 리기는 CHF 36, 슈탄저호른은 CHF 74, 쉴트호른은 CHF 105을 지불해
야 합니다. 

취리히의 피파 월드 풋볼(FIFA World Football) 박물관을 비롯해 스위스 국립 박물관, 베른(Bern)과 생갈렌(St. Gallen)의 시
립 미술관, 파울 클레 센터(Zentrum Paul Klee), 루체른(Luzern)의 로젠가르트 미술관(Sammlung Rosengart), 체르마트(Zer-
matt)의 마터호른 박물관(Matterhorn Museum) 등 500개 이상의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박물관은 무료
입장은 아니어도 50% 할인이나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스위스에서 박물관에 간다면 일단 스위스 트래블 패스부터 제
시하도록 합시다. 

이왕 스위스까지 갔다면, 알프스 산봉우리 하나쯤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고르너그라트(Gorn-
ergrat), 필라투스(Pilatus), 티틀리스(Titlis), 슈토오스(Stoos)를 비롯한 많은 산악 교통을 50% 할인된 금액이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살인적인 물가의 나라 스위스, 
알뜰하게 여행하기 위한 자린고비 팁 BEST5

엔드레스하우저의 본사가 위치한 스위스는 인구 수가 900만 명이 채 되지 않지만 수많은 글로벌 기
업을 보유한 초강소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하
게도 물가 역시 높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 경관으로 잘 알려진 나라이지만 바로 이 같은 비싼 
물가가 스위스로 향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스위스 
정부 관광청이 제공하는 알뜰 스위스 여행법을 소개합니다. 

글ㆍ사진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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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자전거 대여로 스위스 구석구석을 만끽하기

3. 무거운 짐은 배송 서비스가 정답

4. 물통 하나만 사면 물은 공짜

5. 피크닉으로 진수성찬을

베른(Bern)과 취리히를 찾는다면 무료 자전거를 이용해 도심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쥐리 롤트(Züri rollt)’라는 무
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빌려, 두 바퀴로 취리히 구시가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자전거나 이바이크(e-bike), 어린이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 여권
과 CHF 20의 보증금을 대여소에 맡기면 됩니다. 베른에서는 무료로 자전거, 이바이크, 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베른 롤트(Bern rolt)’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권과 보증금 CHF 20을 맡기면 원하는 것을 무료로 4 시간 동안 대여
할 수 있습니다. 추가시간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CHF 1를 지불하면 되며, 총 5 일까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베
른의 밀크갸슬리(Milchgässli), 히르셴그라벤(Hirschengraben), 초이그하우스가쎄(Zeughausgasse)에 베른 롤트 대여소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단, 5 월부터 10 월까지만 운영합니다.

여행 중 무거운 짐은 제약이자 고생길의 시작입니다. 일정 중 짐을 들고 중간 목적지를 여행해야 한다면 코인 락커 비용도 소
요됩니다. 락커 사이즈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CHF 5 이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이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주요 기차역에서 오전 9시 이전에 짐을 부치면 같은 날 저녁 6시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서비
스로, 기차역 내 수하물 서비스 코너에서 “익스프레스 러기지(Express Luggage)”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짐 하나에 CHF 
12입니다. 단, 기차 역마다 수하물 서비스 코너 마감 시간이 다르므로 짐 찾는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스위스를 여행할 때는 물통을 하나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마다, 도심 
광장마다 있는 분수대의 물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스위스의 수돗물은 아주 깨끗하고 100% 천연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에 사용된 물의 40%는 샘과 지하수에서, 20%는 호수에서 끌어온 물입니다. 엄격한 수자원 보호 정책 덕분에 하천과 지
하수가 매우 깨끗해서 스위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마셔도 무방합니다. 병에 담긴 물을 사고 싶다면 가판대보다 수
퍼마켓의 물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레스토랑에서의 정찬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재료로 간단한 샌드위치나 피크닉 도시락을 손쉽게 만
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대표 마트인 코옵(Coop)과 미그로(Migros)에는 각종 치즈와 소시지류를 포함
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샐러드나 샌드위치, 컵과일 등을 판매합니다. 신선 코너에서 취향에 맞게 골라 풍경 좋은 구시
가 광장 한켠이나, 언덕 위, 알프스 산정 호숫가에 앉아 피크닉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한 채 
진행하는 피크닉은, 5성급 호텔에서의 정찬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미엄급 파노라마 여정도 무료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 기차도 무료 혹은 대폭 할인

자녀들이 만 17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스위스로 가족 여행을!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라면 더욱 저렴

2017년  첫선을 보인 루체른 호수의 럭셔리한 유람선, ‘엠에스 디아망(MS Diamant)’, 빌헬름텔 익스프레스(Wilhelm Tell)의 
유람선 같은 특별한 유람선도 무료입니다. 편도 요금 CHF 269나 하는 빙하특급(Glacier Express)을 비롯해, 베르니나 익스프
레스(Bernina Express), 골든패스(GoldenPass), 고타드 파노라마 익스프레스(Gotthard Panorama Express) 같은 프리미엄급 
파노라마 기차도 예약비만 지불하면 무료입니다. 호숫가와 이탈리어권의 좁은 마을 골목을 달리는 버스 여정으로 유명한 팜 
익스프레스(Palm Express)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전통 과자를 생산하는 캄블리(Kambly) 공장을 방문해 각종 비스켓을 맛볼 수 있는 루체른-베른 구간 캄블리 왕복 
여정이 무료고, 몽트뢰(Montreux)에서 샤또데(Chateau d’Oex)로 향해 치즈 공방을 방문해 맛있는 퐁뒤를 먹을 수 있는 치즈 
기차, 몽트뢰에서 벨에포크식 빈티지 기차를 타고 브록(Broc)에 있는 초컬릿 공장을 방문하는 초콜릿 기차(Chocolate Train)
는 약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전체 체험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소지한 부모 최소 1인과 동행하는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의 혜택을 무료로 모
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가 6~16세 라면 스위스 패밀리 카드(Swiss Family Card)를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이 역시 무료입니다. 스위스 기차역이나 스위스 트래블 패스 구입처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 26세 미만의 젊은이의 경우, 유스(Youth) 할인으로 15% 저렴하게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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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리히(Zurich) 구시가지의 
     ‘콘디토라이 쇼버(Conditorei Schober)’

취리히의 구시가지에는 현지인들에게 ‘달콤한 코너(sweet corner)’라고 
불리는 전통 초콜릿/디저트 카페인 ‘콘디토라이 쇼버’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리쉬한 카페는 시간이 멈춘듯한 고풍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것
이 특징입니다. 층마다 다른 컨셉으로 디자인된 카페라는 점이 이색적
인데, 특히 공간 전체가 빈티지한 붉은 컬러의 인테리어로 마감된 층이 
가장 인기입니다. 작은 정원에 테이블이 놓여 있는 공간도 인기가 많고,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각종 수제 초콜릿과 페스트리를 맛보거나 쇼핑
하기에도 안성 맞춤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문을 연 오리지널 캔디숍 제
품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www.conditorei-cafe-schober.ch

초콜릿의 나라 스위스,  
현지인도 즐겨찾는 초콜릿카페 BEST 5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해진 초콜릿 브랜드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프레이(Frey)’, 
‘밀카(Milka)’ 등이 모두 스위스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초
콜릿은 모두 스위스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위스는 가히 ‘초콜릿의 나라’입니
다. 매년 스위스에 위치한 엔드레스하우저 본사에서 수십여 명의 임직원들이 교육과 분기별 미팅, 고
객사 방문을 위해 한국엔드레스하우저를 찾는데, 그때마다 본사의 동료들이 잊지 않는 것 역시 정
갈하게 포장된 초콜릿 세트입니다.

 정작 유럽에서는 초콜릿이 가장 늦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라 1750년 경에야 초콜릿을 맛보기 시작
했지만, 스위스는 그 같은 짧은 역사가 무색해질 만큼 초콜릿계의 일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초콜릿 
강국입니다. 작은 부티크 숍에서부터 전 세계에 제품을 수출하는 대규모 기업에 이르기까지, 스위스
의 초콜릿은 저마다의 고유한 색을 잃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이들에게 비교 불가의 ‘달콤함’
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득하고 깊은 풍미의 핫초콜릿 한 잔에 앙증맞은 초콜릿 한 두 점을 곁들이
면 이보다 더 달달한 순간은 없을 것인데요, 스위스에서 관광객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지인
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는 초콜릿 카페와 숍을 소개해 드립니다. 

글ㆍ사진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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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콜릿 기차를 타고 찾아가는 메종 까이에 (Maison Cailler)

5. 스위스를 대표하는 과자, 캄블리(Kambly) 

몽트뢰(Montreux)에서는 “벨 에포크” 양식의 기차에 올라 초콜릿의 나라
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브록(Broc)에 있는 메종 까이에에서는 초콜
릿의 역사와 비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생산라인을 따라 까이에의 초콜
릿 생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
콜릿 시식의 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cailler.ch www.mob.ch

‘캄블리’ 비스킷은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과자 중 하나입니다. 캄블리 공장은 베른과 루체른
(Luzern) 사이에 위치한 트룹샤헨(Trubschachen) 마을에서 지난 1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쿠키를 구워왔고, 어른과 아이를 불
문하고 전 연령대로부터 사랑받아온 과자입니다. 비스킷 제조 공정은 물론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고, 시식도 가능합니다. 

공장에는 캄블리 카페와 팩토리 숍이 있어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신선하게 구워진 캄블리 비스킷을 맛 보기 좋고, 비교적 저
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베른부터 캄블리 기차가 운행되는데, 일반 기차도 베른과 
트룹샤헨을 매 시간 이어주고 있어 찾아보기 편리합니다. 베른에서 기차로 35분 거리에 위치한 트룹샤헨역에서 하차하면 캄블
리 공장이 바로 보입니다.  www.kambly.ch

3. 베른의 래더라흐 쇼콜라트리(Läderach Chocolaterie)
1962년 래더라흐 가문에 의해 설립된 스위스의 초콜릿 회사, ‘래더라흐’는 속이 빈 얇은 초콜릿 트러플 쉘을 최초로 개발한 초
콜릿 공방으로, 지금은 세계 전역에 약 50개 초콜릿 부티크 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의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해 
수작업으로 만드는 초콜릿 약 22종을 선보이는데, 그중에는 판 모양으로 두툼하게 만들어진 후 투박하게 조각 내 판매하는 초
콜릿이 무척 인상적이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곤 합니다. 스위스 전역에서 부띠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베른을 비롯해, 브베이
(Vevey), 취리히(Zurich), 체르마트(Zermatt)에서도 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laederach.ch

2. 루체른의 막스 쇼콜라티에(Max Chocolatier)
달콤하고 신비로운 공기가 담뿍 내려앉은 듯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공간에서 싱글 오리진과 싱글 버라이어탈(varietal) 코코
아를 블렌딩해 수작업으로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어 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루체른(Luzern)의 호숫가, 슈바이처호프콰이
(Schweizerhofquai)에 자리한 ‘막스 쇼콜라티에’입니다. 공정 무역 인증을 받은 천연 재료로 생산되는 신선한 초콜릿과 프랄린, 
트러플, 시즈널 스페셜티 등은 모두 장인 정신이 느껴질 정도의 깊은 풍미가 특징입니다. 한 번쯤 들러 진한 핫초콜릿 한 잔과 
함께 초콜릿 쇼핑을 즐기기 제격인 카페입니다. www.maxchocolat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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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0층 (150-968)

Tel +82 2 2658 7200
Fax +82 2 2659 2838~9
info@rok.endress.com
www.kr.endress.com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0층

Tel 02 2658 7200
Fax 02 2659 2839
info@rok.endress.com
www.kr.endress.com

부산지사
Tel 051 971 6560
Fax 051 971 6564

울산지사
Tel 052 274 9448
Fax 052 274 9449

대산지사
Tel 041 681 8750
Fax 041 681 8751

여수지사
Tel 061 691 5721
Fax 061 691 5725

교정센터 및 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58-1

Tel  02 2658 7200
Fax 02 2659 2839
calibration@rok.end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