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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드레스하우저, 공식 웹사이트에 e커머스 기능 더한

‘엔드레스닷컴’ 전격 오픈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공식 웹사이트가 e커머스(eCommerce, 전자상거래) 기능을 더한 ‘엔드레스닷컴(https://www.kr.endress.com)’
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엔드레스닷컴은 견적 문의와 제품 구매 및 각종 문의는 물론, 과거의 견적/주문 내역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e커머스 플랫폼이자, 구매
를 희망하는 제품의 2D/3D 도면을 비롯해 각종 기술 문서, 인증서, 운영 설명서 또한 다운로드가 가능한 통합 채널입니다. 

간단한 가입 신청 양식을 완성 후 고객 등록 및 아이디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의 페이지’에서는 본
인에게 배정된 전담 영업 담당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닷컴은 구매 제품의 예상 납기 일자 확인과 함께 배송 추적 또한 가능해 모든 사항을 영업 담당자에게 일일이 문의해야만 했던 
전통적인 구매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 가능한 디지털 채널입니다. 스페어파트 또한 검색 한 번으로 곧바로 주문할 수 있어, 소모품 구매
라든지 제품의 부분적인 파손으로 인한 스페어파트 구매 시 특히 편리하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고객은 자주 
찾는 제품의 리스트를 생성해 관심 제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품의 사양을 직접 구성할 수 있으나, 사양 구
성 내역의 적절성은 구매 전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영업 담당자에게 언제든 문의가 가능해 실수의 위험도 줄였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김이섭 대표이사는 “국내의 플랜트 자동화 계기 업계에서는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다는 것이 아직은 생소
할지 모르나, 엔드레스하우저의 본사와 생산 공장이 위치한 스위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e커머스 플랫폼을 통
한 제품 구매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엔드레스닷컴은 직관적이고도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존 고객들에게도 금
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견적 문의와 제품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플랫폼이라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적, 구매 내역 관리 등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쾌적한 비즈니스를 가능케 할 엔드레스닷컴에 지금 바로 가입해 보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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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게재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엔드레스하우
저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및 변형해 사용할 수 
없으며, 32p~39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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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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MARINE 2019,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글   마케팅팀 진세영 사원
 seyoung.jin@endress.com

한국엔드레스하우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국제 조선 및 해양 산업 전시회 
‘KORMARINE 2019’에 참가하여, 참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천장을 채운 클라우드 조명 아래 이전보다 더 다양한 데모와 알찬 콘텐츠로 나흘간 예상을 훨씬 웃도
는 많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디지털화의 흐름에 맞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
품 및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어 고된 일정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열정 가득한 현
장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SMM(함부르크 조선전), NOR-SHIPPING(노르웨이 조선기자재전시회), POSIDONIA(그리스조선해양장비전), MARINTEC CHINA(
상해조선기자재전시회)와 함께 세계 5대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중 하나인 KORMARINE 전시회가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장
기화된 조선 경기의 불황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외 이름을 알린 KORMARINE 전시회는 전세계 유수의 관계자를 초빙하
고, 기업과 기관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조선 사업의 부흥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최초로 선보이는 LNG 그린쉽 특별관을 비롯, 코마린 컨퍼런스, 각종 기술세미나와 수출 상담회, 코마린 어워드 등 다양한 행사
가 마련되어 조선 산업의 흐름과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었는데요. “Digital and Green Ocean”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 이번 컨퍼런스는 선박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및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국 해양 산
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자 개최된 행사로,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이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디지털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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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한 선박 운영을 가능케하는 자동화 솔루션 및 해양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벙커유 측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상거래 인증 벙커 측
정 시스템이 주목을 이끌어냈는데요. 높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한 코리올리스 유량계 또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측정하는 동시에 간편한 
조작과 투명한 이력 관리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참관객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정유 & 가스 산업에 특화된 가스 분석 솔루션과 덴시티 프로파일링 솔루션 또한 준비했는데요. 특히 스펙트라센서의 가스분석
기는 기존의 분석기와 비교하여 초단위의 빠른 반응속도와 낮은 유지보수 비용의 장점이 있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계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실제로 시연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참관객들은 눈 앞
에서 시연되는 계기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솔루션의 전체 프로세스를 한 눈에 가늠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VisionBlue’ 또한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고글을 착용하고 혼합 현실 공간에서 엔드
레스하우저의 계기를 직접 설치하고, 상태를 점검하며, 유지보수를 체험할 수 있게 제작된 ‘VisionBlue’는 체험을 위해 줄을 서는 관람객
들이 있을 만큼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나흘에 걸쳐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2017년 개최된 KORMARINE 대비 거의 두배에 달하는 참관객들이 부스에 방문해 주셨으며, 
보다 다채로운 피드백 및 요청사항과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필두로 점차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조선 해양 산업은 새로운 위기와 동시에 변화
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해양 산업에서도 ‘디지털화’는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경쟁력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입니다. 한
국엔드레스하우저 또한 온실가스 저감 시대에 대응한 기술 현안,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발맞추어 안전성·효율성·가용성 모두를 충족하
는 자동화 제품 및 솔루션을 발빠르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스 정면에 마련된 다양한 수질 분석 센서들이 꽂혀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각 센서들로 유체 내의 잔류염소, 전도도, 용존 산소, 탁도 
등을 측정하고, 트랜스미터를 통해 그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값을 안정적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으며, 한 눈에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구색이 돋보이는 데모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엔드레스하우저의 
Memosens 센서는 디지털 기술을 탑재하여 프로세스 및 데이터 무결성을 극대화하고 작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업계 관
계자들의 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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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L 정도의 작은 용량 탱크의 레벨을 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고, 드레인(drain) 과정에서 측정된 레벨이 맞지 않는 것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고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압력계는 레벨을 측정하는 좋은 계측 장비이지만, 측정 원리로 인해 빠른 레벨의 변화
는 즉각 반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드레인 시 빠르게 레벨이 변화될 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고민을 접수했을 때, 압력계보다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진 측정 장비로 대안을 제시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고객이 측정 장비
의 교체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같은 대안 제시를 위해 비슷한 회의가 수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견적서 제출 과정까지의 내부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
하거나 비효율적인 ERP, CRM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 가치 창출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Lean Culture' 개
념을 업무에 접목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Lean’한 문화로 인해 변화해 갈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혁신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도 피로를 불러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의 일상적인 업무만으로도 충분
히 버거운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원들은 혁신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명분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과하게 옹호하며 '혁신'의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존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올리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사고 방식
과 관습적 업무 태도, 고착화된 프로세스를 완전히 버려야만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한 방법론, 그리고 마인드셋(mindset)으로 'Lean Culture'를 택했습니다. Lean이란 문자 그대로 ‘군더더기 없
이 날렵한 것’, ‘핵심만을 남긴 것’, ‘낭비가 없는 것’을 이릅니다. 애초 이 말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TOYOTA)가 창안한 경영원리인 ‘낭비 제
거 생산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후 미국의 다수 스타트업들이 이 같은 방법론을 차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재고를 없애는 적시 생산(JIT, Just In Time) 체제로 제조업의 전설로 남아버린 도요타의 생산 방식 혁신처럼,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또한 ‘익숙한’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군살’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더 큰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즉, Lean을 간단히 설명하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늘리고, 고객의 가치 창출에 불필요한 일은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고객 만족 위해
‘Lean Culture’ 도입한 엔드레스하우저

글   QM팀 이은걸 부장
eunkerl.lee@endress.com

엔드레스하우저, 다양성 증진 위한 

여성임직원 네트워크 W.I.N. 출범

엔드레스하우저그룹은 다양한 젠더와 출신 배경, 인종, 개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모여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때 조직 또한 최선의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 여성 임직원들의 역량을 최
대로 이끌어내고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W.I.N.(Women's Integrated 
Network)’을 출범했습니다. 

남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화 계기/솔루션 업계인 만큼, 현재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직 7%의 여성만이 관리직에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비의 불균형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여성 임직원이 가진 가능
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조
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W.I.N.의 출범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특히,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CEO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임직원 개인이 지닌 고유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개성이 적극적
으로 발휘되고 업무에 활용될 때, 유연한 조직 문화가 확립되고 그 결과 창조적인 기업으로 자리잡
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W.I.N.의 결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2015년, 엔드레스하우저 미국 법인에서는 이미 회사 내 여성 임직원들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시행해 주요 관리직의 여성 임직원 비율을 14%에서 29%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출범하게 된 W.I.N.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캠페인의 방향성을 
제시할 사운딩보드(Sounding board)를 구성하였는데,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산드라 루바트(Sandra Rubart), 마케팅 디렉터인 모니카 하이스터캠프(Monika Heisterkamp) 박사 
등이 그 일원입니다.  

산드라 루바트 디렉터는 "변화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
히며, 성별을 떠나 '다양성'의 힘을 믿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
조했습니다.

W.I.N은 향후 순차적으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엔드레스하우저에서 일하고 있는 여
성 임직원들의 잠재력 발견 및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또한 W.I.N.의 출범과 함께 여성 
임직원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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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지원을 위한 엔드레스하우저의 약속,
‘워터 챌린지’

지난 10월 10일, 스위스 라이나흐(Reinach)에서 처음 시작된 워터 챌린지(Water Challenge) 자선 행
사에 25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 날 자선 행사로 약 1만 스위스 프랑이 모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베트남의 꼰 뚬(Kon 
Tum) 지방에 우물을 축조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라이나흐에서 처음 시도된 이래로, 엔드레스하우저의 전세계 법인에서도 하나 둘 깨끗한 물 지원을 
위한 자선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첫 시작의 현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터 챌린지 자선 행사는 전세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표 하에 임직원들이 함께 뛰며, 뛴 거리만큼 기금이 조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매 킬로미터 당 고정된 금액이 책정되어 임직원들이 뛴 거리만큼 엔드레스하우저가 해당 금액의 두배를 기부하
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움직인만큼 그 의미가 배가 되는 뜻 깊은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마티아스 알텐도르프(Matthias Altendorf) CEO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경험은 단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본 자선 행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좋은 일을 하는 데 동참하고 싶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엔드레스하우저는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공급망을 갖추기 위
해 노력해왔습니다. 알텐도르프 CEO는 “이제는 기업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구축을 넘어 비영리 분야에서도 깨끗한 물 공급에 힘써야 할 
때”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아직까지도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 상황을 겪고 있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선 활동은 주로 물이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며, 하이킹부터 국경을 넘는 스키, 수영 등 그 어떤 활동도 가능합니다. 조성된 기금
은 전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스위스 라이나흐에서 열린 워터 챌린지 자선 행사에 25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버스(Birs) 강 주변을 따라 약 2,300 킬로미터를 함
께 완주했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통해 베트남의 꼰 뚬 지방이 가뭄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을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에도 사용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성격의 소규모 행사가 독일 비엔나(Vienna)와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도 열렸으며, 향후에도 국제적인 거점 도시에
서 계속해서 이어질 계획입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서도 조만간 워터 챌린지 자선 행사에 동참하여 뜻깊은 여정을 함께 하기를 고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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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와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이 파트너십을 체결,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
기고자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유럽의 가장 큰 통신사 중 하나인 도이치텔레콤과 협업, 계측기기 및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공동 사
업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는 계측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액세서리를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에 통
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현재 두 기업은 양해 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향후 원만한 협력을 위해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은 공정 자동화 산업
에서는 유일하게 엔드레스하우저와 협력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
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의 경영진의 일원이자 기술 & 혁신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클라우디아 네이맷(Claudia Nemat) 이사는 “프로세스 산업에서 
완전한 5G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디지털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엔드레스하우저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향후 
이어질 다양한 협업에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계측기기에 이동 통신 모듈을 장착하고 새로 개발된 HART 게이트웨이를 통해 기존 설비를 5G 네트워크에 연결한 업
계 최초의 기업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이 같은 시도는 엄청난 양의 프로세스 및 계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 많은 계측기기 사이에
서 병렬적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동화 플랜트의 유지
보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마티아스 알텐도르프(Matthias Altendorf) CEO는 “엔드레스하우저의 계측기기는 실제 측정값을 넘어, 센서 및 프로
세스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록합니다.”라고 언급하며, “5G 네트워크를 통해 각 플랜트의 컨트롤 시스템과는 독립적인 새로운 신
호 경로가 개척되면, 무한한 잠재적 시장이 열릴 것이며, 각 기업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가치 사슬(value chains)을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
고 산업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도이치텔레콤과 협업해
5G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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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가 선보이는
혼합 현실 세계, ‘VisionBlue’

글   마케팅팀 진세영 사원
 seyoung.jin@endress.com

최근 혼합 현실(MR, Mixed Reality)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MR 기기로는 삼성의 프리미엄 
혼합현실 헤드셋 ‘HMD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HMD 오디세이는 PC와 함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연스레 연
결해 게임이나 360도 영상 콘텐츠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헤드셋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또한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고, 실물과 가상 객체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직접 엔드
레스하우저 계기의 설치 및 상태를 체크하고 유지보수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VisionBlue’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KORMARINE 2019에서도 직접 시연해 많은 참관객의 이목을 끌었던 VisionBlue의 보다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
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들의 계기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그 첫번째 시도였던 SmartBlue앱은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기기 주변 반경 20미터 이내에서 계기의 시운전, 작동 및 유
지 보수를 가능케하는 앱으로, 모바일을 통한 계기 상태 진단 및  데이터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혼합 현실 기술을 접목한 VisionBlue는 추상적인 기술 지식들과 계기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재현함으로써 고객들
의 직관적인 이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직접 계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솔루션을 제안합
니다. 계기의 설치 및 커미셔닝, 유지 보수, 스페어파트 교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계기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솔루션 적용으
로 향후 플랜트의 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SmartBlue 앱과 VisionBlue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했던 프로덕트 매니저 타냐 하크(Tanja Haag)는 “혼합 현실 기술은 실로 다양한 어플
리케이션에 활용 가능하며 엔드레스하우저의 제품 및 서비스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혼합 현실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VisionBlue 프로젝트의 개발을 담당했던 에릭 비르겔(Eric Birgel)과 타냐 하크는 VisionBlue 개발 초창기에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즉,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공감적 마인드셋을 기초로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엔드레스하우저가 
VisionBlue 뿐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고객의 활발한 피드백을 바탕
으로 잠재성이 큰 어플리케이션을 가시화하고, 이로써 보다 시장에 근접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에릭 비르겔은 “지금껏 대부분의 혼합 현실 기술은 여러 산업 어플리케이션의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엔드레스하우저는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혼합 현실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으며, 이에 타냐 하크는 “디자인 씽킹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다 세심하게 맞춘 솔루션 제안이 가능 해졌다” 
고 덧붙였습니다.

VisionBlue는 계기의 설치 및 시운전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장되는 데
이터를 향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합니다. VisionBlue는 홀로렌즈(HoloLens) 고글을 착용한 후 바로 공정 현장에서 체험 가능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치 않아 
귀중한 인력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계기가 있을 경우에 담당자에
게 알려 단계별 가이드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문제
가 발생했을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계기의 오작동 시 필요한 스페어파트
를 찾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계기 또한 추천해주기 때
문에 훨씬 수월한 일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각 
공정의 담당자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넘나들
며 손쉽게 장비에 계기를 연결하고, 상단에 표시되
는 각기 다른 불빛 색깔로 계기의 상태를 사전에 파
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혼합 현실을 접목한 VisionBlue 프로젝트는 특히 화
학 산업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플랜트
의 규모가 큰 화학 산업의 경우, 계기의 고장 또는 오
작동으로 인한 다운타임 발생 시 그 피해가 상당하
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담당
자 또한 해당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분석하여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VisionBlue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제의 증상을 바탕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
합니다. 나아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원격 호출 기능
의 경우, 휴대용 PC 카메라를 통해 외부 전문가와 연
결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재 담당자가 처해 있는 상
황을 그대로 생중계하여 계기의 고장 및 오작동을 
해결할 수 있어 향후 무궁무진한 활용이 기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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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에 최적화된 사양으로더욱 강력해진
포인트 레벨 스위치, ‘Liquiphant FTL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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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최초의 진동 전자식 포인트 레벨 스위치로 세상에 첫 선을 보였던 포인트 레벨 스위치 Liquiphant FTL51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인더스트리 4.0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더욱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NAMUR 총회에서 센서와 모바일로 소통하는 시대가 곧 열림과 동시에 센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 및 프로세스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제품 및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적 변화를 발빠르게 받아들이는 데 성공한 새로운 Liquiphant FTL51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Liquiphant 시리즈는 출시 이후 전세계에서 600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달성했습니다. Liquiphant는 1980년대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
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새로운 측정원리를 선보이며 등장한 이래로, 오늘날 산업 플랜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
는 포인트 레벨 스위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과충전 방지에서부터 펌프 공회전(Dry run) 방지까지, 자동화 공정에서 수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Liquiphant는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지난 NAMUR 총회에서는 프로세스 센서 4.0으로 가는 기술적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 프로세
스 최적화, 매뉴얼 또는 인증서에 대한 편리한 상시 접근성과 같이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Liquiphant는 SmartBlue App앱을 통해 계기를 연결하여 손쉽게 실시간 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artBlue란 모든 계기 및 진
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앱으로, 사용자는 Liquiphant, 그리고 SmartBlue App앱을 통해 언제든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Liquiphant의 SmartBlue앱에 있는 하트비트 기술(Heartbeat technology)은 진단 기능을 통해 레벨 스위치의 상태를 LED 불빛으
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검증 기능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문서화를 가능케합니다. 새롭게 실행되는 SIL 마법사 기능은 보다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Liquiphant는 IEC61508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단순한 설계 원칙에 따라 SIL2와 SIL3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
습니다. Liquiphant의 혁신적인 설계에 따라, 모든 종류의 액체 저장 탱크나 파이프라인에 설치된 레벨계에 사용 가능하며, 전도도, 유량, 
공기 거품에 따른 측정의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Liquiphant FTL51의 장점

ㆍ 다양한 유체에 대한 조정 작업 없이도 간단하게 수행 가능한 시운전

ㆍ 모든 종류의 액체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측정 원리

ㆍ 하트비트 기술을 통한 실시간 부식 탐지 기능으로 보장된 최대의 안전성

ㆍ 하트비트 기술을 통해 프로세스의 중단 없이 검증 작업 가능

ㆍ 컨트롤실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계기를 통한 직접적 작동으로 가능한 성능 검사(Proof test)

ㆍ 안전 설계: SIL2 및 SIL3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IEC 61508에 따른 설계

ㆍ 블루투스 기술로 문서에 대한 접근성 및 계기 상태 점검 용이

ㆍ 유지 보수에 드는 노력 최소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이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SIL 및 WHG에 따른
  반복적인 방수 테스트 기능, SmartBlue 앱의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작동으로 인한 올바른
      실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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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선박 평형수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전도도 측정 시스템, ‘Smartec CL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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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란 화물이 없거나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하지 않는 하중으로 항해 중인 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상에 저장하는 바닷물을 일컫습니다. 2017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는 다른 나라 항만에서 처
리가 안 된 선박 평형수 배출 금지와 함께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 내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
자로 하는 새로운 협약을 발효했는데요. 이에 따라 선박 내 평형수 처리 시 주요 파라미터를 측정해주는 센서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선박 평형수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으로 높은 정확도의 전도도 측정값을 제공하는 
엔드레스하우저의 Smartec CLD18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유조선이나 화물선 등의 선박은 하역 작
업 시 화물을 내리고, 출항할 때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프로펠러 잠김과 부력에 의한 선박의 부유를 
방지하며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선박 좌우의 밸러
스트 탱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다른 항구로 이동한 후, 
화물의 적재 시 이 물을 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박 평형수는 필연적으로 물과 함
께 밸러스트 탱크에 들어가는 유기체를 포함하게 됩
니다. 이러한 유기체의 대부분은 영양소의 부족, 수온 
변화, 부적합한 염분 농도 등의 이유로 항해 중에 죽게 
되는데, 일부는 생존해 선박 평형수와 함께 배에서 배
출되거나 펌핑되어 자생지가 아닌 해양 생태계에 인
위적으로 반입되어 토착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
험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최대 100억 톤의 
선박 평형수와 매일 3,000 종 이상의 동식물이 전세
계 항구들 사이에 운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 같은 선박 평형수에 의한 해양 환경에의 외래종(non-native species) 확산과 생태계 교란 및 각종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해 2004년 74개 참가국에 의해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 통제와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2017년 9월부터 발효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 5만여척은 2022년 9월7일 전까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협약 발효 이후 지은 배는 건조 단계에서 BWTS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선박용 장비를 제조하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한 고객사는, 선박산업에서 
주로 요구되는 M20 규격의 케이블 그랜드를 갖추고, 현장에서 설치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케이블 브릿지를 갖춘 전도도 측정계를 요청해 왔습니다. 고객사는 바다에서 선박 평형수 
유입 시 박테리아, 해조류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유기체가 선박 평형수 탱크에 들어가지 않게 
하거나 소독에 의해 소멸되게 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별 제작된 엔드레스하우저의 Smartec CLD18 전도도 측정계는   
선박 평형수 유입 시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토로이달 측정방식의 공간절약형 
디자인으로 CIP 스키드와 같은 소구경의 배관(<60mm)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트랜스미터
와 센서가 결합된 일체형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CIP 및 위상 분리 측정으로 플랜트의 설비 종합 효율(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OEE)을 보장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Smartec CLD18은 2015년 5월부터 105회 주문으로 1,600대가 판매되
어,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 평형수
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으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환경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
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목표로 하는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제품이라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분야

ㆍ 회수 채널에서 CIP 프로세스 제어             

ㆍ CIP 세정액의 재활용 농도 제어

ㆍ 배관 시스템, 보틀링 플랜트의 생산물 모니터링

ㆍ 양조 - 희석수 상변화

ㆍ 누액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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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유량계 ‘Picomag’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난제를 극복한 ‘에르만’社

독일의 가장 큰 유제품 생산업체 중 하나인 ‘에르만(Ehrmann)’은 엔드레스하우저와 같은 가족 경영 기업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
하는 가운데, 생산에서부터 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창업주의 정신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공급원의 선택이 우수한 제품을 탄생시킨다는 믿음 하에 엄선된 품질의 과일과 독일 알가우(Allgäu) 지역
에서 사육된 가축으로부터 얻은 최고 등급 우유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지속적으로 더 나은 품질과 맛을 보장하기 위해 첨
단 테크놀로지를 사용,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르만은 여타 다른 식음료 업계 플랜트와 비슷하게 협소하고 제한적인 공간으로 펌프 설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좁은 설치 공간은 유량계의 설치 및 접근 그리고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컴팩트하면서도 정확도를 신뢰할 수 있는 계
측기기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엔드레스하우저는 컴팩트한 크기와 간단한 계기 액세스 방식이 장점인 전자 유량계 
‘Picomag’를 제안했으며, 에르만은 협소한 설치 조건에서도 정확한 유량 측정과 편리한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화 시설을 완비할 수 
있었습니다.

Picomag는 펌프의 신뢰성 있는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펌프실링수(pump sealing water)의 양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유유량 및 적산값은 물론 유체의 온도까지 모니터에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배관 상 설치 방향에 따라자동으로 회전되어 편하게 
파라미터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 하우징으로 되어 있어 세척이 간편하고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Picomag의 블루투스 통신은 작업자가 장치에 접근이 어려운 설치 상황에도 최대 10미터 거리의 무선 구성 또는 데이터 액세
스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스마트블루(SmartBlue) 앱을 사용하면 모든 장치 및 진단 기능을 빠르고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블루 앱은 Android 및 iOS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IO링크 기술을 통한 제어 시스템 운용과 디지털 데이터 전송입니다. 이 통신 표준은 기존의 모든 필드 버스
시스템과 연동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IO-Link 마스터는 중앙제어실을 통한 포괄적 인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장치를 교체한 후 파라미터를 자동
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정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 산업 자동화 업계에서는 컴팩트하고 심플한 설계 그리고 안정적인 운전과 함께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은 측정 기기에 대한 수
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Picomag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철저히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산업군을 불문하고 적용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Picomag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마케팅팀 강경국 차장 kyungkook.kang@endress.com
마케팅팀 김세욱 과장 sean.kim@endress.com

글   

2120



challenge company magazine

?

 

0

0 0

0 00

0
0

0

0
0

001

1
1

1

1
11 1

1

11
1

1

0
0

0

0
0

0
00

0

0
0

0

0
0

00

0

0 0
0

1
1

1

1

1

1

00

0

0

0

1

1

11
1

1
1

1
1

1
1

1

1

0 0 0

0
0

0

01

1

1

1
1

1

11
0

0
0 0 11

1

1

1
1
1

0

0
0

0

0
0
0 0

0

1
11

1
1

1

1

1

1

측정, 그 이상의 가치
하트비트 기술이 적용된 현장 계기는 오퍼레이터를 생각합니다. 계기와 공정에서의 
정확한 측정만큼이나 가치있는 정보를 통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장된 지능
지금의 현장 계기들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의 발전을 통해 ‘작은’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계기들은 측정값과 
함께 추가적인 신호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트비트 기술(Heart-
beat Technology)은 이러한 신호들을 이용해 진단, 검증 및 모니
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검증
하트비트 검증은 어떠한 계기의 분해 없이 필수
적인 성능검사를 통해 계기를 검증하고 자동으
로 테스트 프로토콜을 생성합니다.

실시간 진단
하트비트 진단은 측정과 동시에 계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계기의 상태
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정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검사 주기를 연
장시켜 경제적인 유지보수와 안전한 플랜트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공정 트렌드 모니터링   
센서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공정은 하트비트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감지
됩니다. 계기별 트랜드 파라미터의 지능적인 분석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및 
예측적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폭넓은 적용  
하트비트 기술은 레벨계, 유량계, 온
도계 및 분석계 등 엔드레스하우저
의 다양한 계기에 적용되었습니다.

계기가 생성하는 최대 80개 
신호에 대한 연속적 모니터링

최대 98%의 검증 범위: 
λDU(dangerous undiscov-
ered)의 최소화

NAMUR NE107에 따른 명
확한 진단 메시지

가용성 증가, 비용 절감, 예측적 유지보수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Micropilot 레이다 레벨계에 적
용된 하트비트 기술은 반사되는 
레이다파의 세기를 바탕으로 측
정부의 빌드업 및 폼 감지

코리올리스 유량계에 적용된 하트비
트 기술은 부식, 공동현상, 빌드업 또
는 측정튜브의 진동으로 인해 유입된 
가스 감지

Liquiline 수질분석계 트랜스미터에 
적용된 하트비트 기술은 작동상태
를 계산해 시각적으로 보여줘 오퍼
레이터가 플랜트 유지보수를 최적
화할 수 있게끔 지원

현장 계기가 제공하지만 사용은 되고 있지 않은 
97%의 정보를 활용 

97%

총 유지보수 비용
의 30% 감소

–30%
돌발적인 가동 중단 
시간  70% 감소

–70%

Infographics: Pia Bublies · Research: Reinhard Husch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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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예 세일즈 엔지니어의
베이직 세일즈 트레이닝 참석기

글   국내영업 1팀 강다예 대리 
 daye.kang@endress.com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엔드레스하우저의 대표 생산 공장과 R&D 시설을 방문해 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체험해 보는 한편,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트레이닝을 실
시하고있습니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제품의 작동 원리, 기능,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트레이닝으로, 3주라
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트레이닝이기에, 대상자들은 고객사 여러분으로부터도 종종 부러움을 사
곤 합니다. 스위스와 독일을 오가며 3주간의 집약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온, 강다예 인터널 세일즈 엔지니어(Inter-
nal Sales Engineer)의 생생한 현장 답사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에 위치하고 각기 다른 완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슷한 생산설비
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공장 한 곳이 천재지변이라
든지 기타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생산에 난항을 겪게 되었을 때도, 다른 
아이템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량계와 시스템 구성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본사가 위치한 스위스 라이나흐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엔드레스하우저의 대표 제품을 생산하는 유량계 
공장에서 calibration rig와 measuring tube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량계 교육 중에는 웹서버를 통해 계기에 접속해 하트비트 기술
(Heartbeat technology)의 기능인 검증(verification)작업을 실행해 볼 수 있었습
니다. 

공정의 중단 없이도 진단을 통해 검증을 하고 리포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체
험해 보니, 큰 예산의 투입 없이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탁월한 기능임
을 실감했습니다. 하트비트 기술 외에도 실제 계기를 구동하여 제품의 기능들을 
하나씩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뛰어난 엔드레스하우저의 제품과 기능
들을 고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분석계 교육을 위해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분석계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 제품
군이기에 큰 기대를 품고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에서 제공하는 많은 측정 센서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어셈
블리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분석계의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Memosens’ 센서는 교정값, 측정값 및 센서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어 실험실에서 교정하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Memosens기능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버퍼 솔
루션(buffer solution)으로 센서를 교정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트랜스미터에 연결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센서가 어떤 트랜스미터와 연결되어 교정이 되었는지도 Memosens 데이터가 저장하고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Memosens 기
술은 다른 업체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은 기술로, 실제 약 세 군데의 분석계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엔드레스하우저의 기술력을 이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3주 동안 진행된 트레이닝 기간 중에는 총 6번에 걸친 시험이 있었기에 매우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수업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유익
해 자연스레 집중할 수 있었고, 시험 또한 내가 그 동안 배운 것을 돌이키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임했습니다. 
항상 고객을 중심을 생각하고 고객의 니즈에 집중하라는 본사의 방침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서도 직원 교육 시에 강조되었던 내
용이기에 본사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부쩍 가까워진 트레이너이자 동료인 본사의 담당자들과 타 엔드레스하우저 법인의 동료들이 벌써부터 그립고, 
직원에게 늘 투자를 아끼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회사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닝을 통
해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 고객에게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서 인터널 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다예 대리입니다.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019 Certified Basic Sales Training’에 참석하여 독일 마르부르크에 위치한 레벨&압력계 공장, 스위스 라이나흐에 위치한 유량계 및 
시스템 구성품 공장,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분석계 공장을 방문했고, 3주에 걸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석한 이번 트레이닝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교육 
참가자들에게만 수료 인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참석하는 동안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중해 교육에 임했습
니다. 

크로아티아, 가나,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의 동료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의 동료들과 함께 각자의 업무 프로세스와 노
하우를 공유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많은 인사이
트를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은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의 생산 과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아이템의 공장들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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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인도는 구루쿨(Gurukul)이라고 불리는 사제 양성 교육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사제 양성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장
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능장과 몇 년과 함께 지내며 학습을 수행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제-장인간의 도제교육은 식민지 시기
에 이론 위주의 교육인 학교 또는 대학교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인도에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우랑가바드에서 진행된 엔드레스하우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8명의 견습생들이 1년 동안 5명의 훈련 트레이너와 함께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학습해가는 보다 실천적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16-18살 사이의 소년들은 인도에 있는 레벨계와 압력계, 온
도계와 유량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트레이닝과 함께 역학을 비롯한 전자공학, 전기 장치에 대한 기본기를 다진 후 세일즈 센터에서 근
무하며 배운 이론을 직접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의 현지상황을 최대한 살려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령 
인도 푸네(Pune)에 위치한 독일 상공 회의소나 독일 마르부르크(Maulburg)에 위치한 레벨계와 압력계 생산 공장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
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엔지니어이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강사 중 한 명인 수드힐 파틸(Sudhir Patil)은 “이 곳에서는 강사와 견습생이 동등
한 입장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어 보다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며 기존 주입식 교육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엔드레스하우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글   마케팅팀 진세영 사원
 seyoung.jin@endress.com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인도를 시작점으로 삼아 전세계에서 엔드레스하우저의 직업 훈련 프
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한편, 그룹의 핵심인력을 육성하는 것
이 그 목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의 아우랑가바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인도의 견습생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자세
한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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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즐기게끔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들의 지
식을 현실에서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부르크 엔드레스하우저에서 인적자원개발팀의 수장으로 있는 옌스 크뢰거(Jens 
Kröger) 프로젝트 매니저는 인도의 현 교육 시스템인 기술학교 체제는 이론 중심의 학습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현대 산업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에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학교의 학생들은 회로도를 복제하는 방법은 배우지만, 그 안에 내제된 원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 이후
에도 통상적인 책무만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엔드레스하우저의 견습생들은 회로도를 스스로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
스로 발견한 사실을 강사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인의 역량 강화에 집중합니다. 

개인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접근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해결력을 높여 기업 내에서도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책임질 수 있
는 인재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직업 기회를 가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우랑가바드의 생산설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원진들 또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장기적 수혜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큰데, 유량계 생
산을 책임지고 있는 쿨라투 쿠마르(Kulathu Kumar) 이사는 “여기 인도에서 엔드레스하우저는 약 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중소 규모
의 기업입니다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의 지역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히며, 직업 훈련 분야
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우르스 엔드레스(Urs Endress)씨가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주주로서 수년간 
프랑스 엔드레스하우저의 세일즈 센터를 이끌고 있는 엔드레스씨는 스위스와 독일이 협력하여 만든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엔드레스
하우저 그룹의 전통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찍부터 생산공장에서 근무경험을 쌓은 견습생들은 미래에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30년 넘게 독일, 스위스, 프랑스 삼 개국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바 있으며, 아우랑
가바드에서 실시한 스위스-독일 합작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또한 전세계에 있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생산 공장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스위스-독일 합작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첫 출발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아대륙은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들의 심각한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5억 명의 인구가 체계적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롤모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에 뒤이어 엔드레스하우저의 다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전개할 곳은 미국 인디애나 주의 그린우드(Greenwood) 입니다. 미국은 최
근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내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그린우드는 세일즈와 생산, 개발을 
한 캠퍼스에서 함께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린우드에서 진행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3년 코스로 운영되며, 보다 심도 깊은 학습과 함께 다양한 실무 경험 기회를 배치하여 공격
적인 인재 육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우랑가바드에서 진행된 엔드레스하우저의 첫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
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듯, 그린우드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2928



challenge company magazine

양국간의 긴밀한 커넥션과 활발한 소통을 지속케 하는 수단 

개관식 당일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대사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 민주주의 발전으로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 소재 스위스 대사관은 더 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며, “
이번에 새로 지어진 스위스 대사관은 국제 사회에서 점점 높아지는 한국
의 위상에 바치는 뜻 깊은 헌정이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한국 사회 및 파트너와 대화와 협력을 더욱 확
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며,  “인근 주민 및 스위스의 친구들과 함께 새
로운 스위스 대사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올 한 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19년은 스위스가 한국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다리를 놓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위스와 한국 무용
수들의 협동 공연, 스위스 대사관 투어 및 일렉트로닉 파티 나이트 등 지역 
주민 등을 초대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대사관은 2019년 한 해 동안 ‘PUSHING THE LIMITS – Celebrating Swiss Excellence & Innovation in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
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시각 및 공연예술을 넘나들며 스위스의 건축가, 도시계획 전문가, 예술가들의 혁신적이
고 창의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소개해왔습니다.

스위스 바젤시와 문화ㆍ예술, 과학ㆍ기술 및 무역ㆍ투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스위스 대사관은 지난 하반기 협력 도시인 
취리히를 알리는데 주력해왔는데요. 새롭게 밝은 2020년에도 기존 파트너는 물론 새로운 파트너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 ‘한옥’을 품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설계한 건물 개관으로 한-스위스 교류 증진에 박차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지난2019년 5월 17일, 종로구 송월동에서 새단장을 했습니다. 주한 대사관 중 최초로 한옥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설계한 건물로, 5년만에 1974년에 스위스 정부가 매입한 원래의 부지에 터를 잡게 되었습
니다. 1974년에 서울 중심부에 2,330 평방 미터 부지에 처음 둥지를 튼 스위스 대사관은 35년이 흐른 후 공간 부족 
및 마모 문제로 고심 끝에 기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낙후된 서대문구 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계획과 맞물려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층 주거용 
건물과 좁은 골목길 일색이었던 종로구 일대는 기능적이지만 특색이 없는 초고층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운 스위스 대사관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는데, 저층의 편자모양 건축물이 거대한 주거 복합 단지에 에워싸여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위치한 스위스의 보금자리로써 새단장을 한 스위스 대사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 뉴타운 지역 심장부에 위치한 '오아시스'

사무국과 관저를 아우르고 있는 복합 건물인 스위스 대사관은 네 개의 날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만
한 나선형태로 올라갑니다. 마치 수도원처럼 닫힌 외관의 회색 콘크리트 벽에는 커다란 창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열려 있어 단정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나무 들보와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통유리창이 만들어내는 격자 무늬의 
투명한 벽이 마당 쪽을 향해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한국의 전통 가
옥인 한옥의 외관 구조를 스위스 장인정신의 손길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스위스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나타
내고 있는데, 특히 화강암으로 장식된 광장 형태의 안마당은 이 건물의 핵심으
로, 사람들을 한데 모으며 각기 다른 공간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설계를 맡은 작가 레나 마리아 튀링(Lena Maria Thüring)은 물이 지닌 역
사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워터 커넥션>이라는 작품을 마당
에 설치했는데, 지붕처마와 물받이에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레인체인(rain 
chain)으로 구성된 이 설치작품은 서울의 한강을 형상화한 듯한 모습으로 뜰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빗물의 여정에 주목합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체인을 따라 내려와 스위스의 3대 강인 라인강, 론강, 티치노
강에서 가져온 세 개의 돌을 지나 물받이에 저장되며, 이렇게 모아진 물은 관개
용수 또는 청소용수로 사용됩니다. <워터 커넥션>은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친
환경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으며, 한
강을 도식화한 물줄기는 양국간의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
다. 

글ㆍ사진제공   주한 스위스 대사관  
www.eda.admin.ch/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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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 전경 속에 모두에게 ‘쉼’을 선사하는 
스위스 노천 카페 BEST 10

글ㆍ사진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계절 별로 바뀌는 진풍경이 일상인 스위스 사람들은 밖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곧 ‘쉼’입니다. 
그래서인지 스위스에는 유독 노천 카페와 바가 발달했는데, 흔하게는 수영장과 강가, 공원에 자리한 바와 카
페들부터 옛 산업지대에 지어진 비어가든, 기관차 차고지에 들어선 카페까지 다양한 풍경을 안주 삼아 일상
에 크나큰 즐거움을 주는 특색 있는 노천 카페와 바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한 커피 한 잔과 크로아상으로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연인부터 우아한 샴페인 한 잔을 두고 두런두런 얘
기하는 노부부까지, 큼직한 아이스크림 한 덩이에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부터 자전거를 타다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 나홀로 바이커까지, 모두에게 ‘쉼’을 선사하는 스위스의 노천 카페를 소개해 드립니다.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은 2012년 여름, 과거 산업지대였던 
취리히(Zürich) 서부에 문화 공간들이 개발되던 과정에서 
프라임 타워(Prime Tower) 공사장 발치에 임시 프로젝트로 
시작된 비어 가든으로, 이제는 숍, 아트, 가든 커뮤니티, 다
양한 이벤트, 완벽한 주방이 갖춰진 취리히 시민들의 아지
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가 주는 특별한 분
위기에 더해 여름이면 밤중까지 가든이 오픈되어 많은 로컬
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거듭났는데요, 그릴에 구운 소시
지나 가재 샐러드를 향기 좋은 맥주에 곁들이며 여름을 만
끽하는 로컬들의 모습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낮에는 테라
스에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것은 물론, 날씨가 좋은 날이
면 멀리 알프스까지 눈에 들어오며, 철도가 뻗어나가는 드
라마틱한 취리히 서부의 전형적인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습
니다. 

베른(Bern)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초록의 공간이 있다는 것
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통 초록의 나무와 아레(Aare) 강
에 둘러 싸인 트리브호우츠 바는 기막힌 경관을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
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바로, 시원한 맥주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간식, 할루미 치즈 버거 등의 식사를 
판매해 수영을 하다가 허기를 달래기에도 좋은데요, 매년 6
월 15일에는 크래프트 비어 페스티벌도 열린다고 하니 6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취리히의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Frau Gerolds Garten)

4. 베른의 트리브호우츠 바(Trybhouz Bar)

2. 생갈렌의 로칼(Lokal) 3. 루체른의 우프쉐티(Ufschoetti) 공원

로칼(Lokal)은 심플한 메뉴부터 섬세한 메뉴까지 다양한요리
의 로컬 퀴진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와인 셀렉션이 
훌륭한데, 꽤 많은 종류의 와인을 1dl 단위로 주문할 수 있어 
아침 식전주 한 잔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로칼은 생갈렌(St. 
Gallen)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로, 옛 기관차 차고를 
개조한 공간으로 최근 기관차를 회전시키기 위해 약간 높게 설
계된 턴테이블 회전 구조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야외 좌석에서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며 문화의 향기
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콘서트와 생갈렌 극장에서 선보이
는 드라마, 생갈렌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시, 키녹(Kinok) 레
퍼토리 시네마, 로칼 레스토랑이 이 곳에서 함께 모여 문화와 
미식이 어우러진 멋진 시간을 선사합니다.

우프쉐티 공원은 무료로 수영을 할 수 있는 호반의 공원이라 
로컬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진짜 로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널찍한 공간도 로컬들을 끌어 모으는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을 치거나 잔디 위에서 원반
던지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바베큐를 즐기는 연인 또는 가
족들까지 진정한 ‘쉼’을 실천하는 로컬들의 일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 한 편에 마련된 비치 바는 DJ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시원한 맥주나 칵테일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루체른(Luzern) 역 근처에 있어 쉽게 왕래하기가 좋
아 항상 붐비는 곳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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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루체른의 인젤리(Inseli) 공원

8. 슈타인 암 라인의 춤 슈타이네넨 트라우벤(Zum Steinenen Trauben) 카페 

인젤리(Inseli)는 루체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루체른 기차역 뒤에 있는 호수에 접해 있어 그늘도 잘 지고, 경치도 
좋아 여름이면 현지인들이 햇살맞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특히 부베뜨(Buvette)라는 스낵바가 4월부터 9월까지 
오픈하는데, 저렴한 음료와 편안한 음악을 선보여 인기입니다. 데크 체어에 앉거나 풀밭에 앉거나, 테이블에 앉아도 루체른
의 풍경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일요일이면 낮 4시부터 호숫가 바베큐가 열
린다고 하니, 루체른의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맛있는 바비큐까지 즐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위치는 루체른의 베르프
트슈테그(Werftsteg)를 찾으면 쉽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취리히 근교의 어여쁜 라인강변 마을, 슈타임 암 라인(Stein am Rhein)의 마을 광장, 라트하우스플라츠(Rathausplatz) 한 복
판에 앉아 향 좋은 커피와 갓구운 페이스트리를 맛볼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 슈타이네넨 트라우벤 카페입니다. 홈메이드 파
이, 페이스트리, 이탈리안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곳이라 로컬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다채로운 샐러드
와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5. 취리히의 소렐 호텔 리기블릭
    (Sorell Hotel Rigiblick)

9. 바덴의 트리브게 프리쉬루프바
   (Triebguet Frischluftbar)

6. 취리히의 소렐 호텔 취리히베르그
    (Sorell Hotel Zürichberg)

10. 아스코나의 호반길

취리히의 지붕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마련된 테
라스에서 도시와 호수의 풍경을 바라보며, 향 좋은 커피 한 잔
이나,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즐기기에 제격인 소렐 호텔 리기블
릭은 음료 외에도 다양한 로컬 및 시즌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
입니다.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테라스와 커다란 파라솔, 따뜻
한 조명이 어우러진 특유의 스타일리쉬한 분위기 덕에 특히 연
인들에게 선셋 디너로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취리히 근교의 도시 바덴(Baden)에는 취리히부터 이어지는 리
마트(Limmat) 강변의 아름다운 노천 바 트리브게 프리쉬루프
바가 있습니다. 바덴 구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산책로와 
자전거로가 접해 있어 친구들과 함께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맥주 한 잔 하려고 들르는 로컬들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음료
를 판매하는데, 맥주나 칵테일 한 잔과 함께 직접 그릴해서 먹
을 수 있는 고기 메뉴가 인기이며, 여름에는 소르베 아이스크
림이 인기입니다. 주말에는 밴드 공연도 열려 젊은 로컬 친구들
로 늘 북적이는 곳입니다. 

소렐 호텔 취리히베르그는 화창한 날이면 로컬들이 모여드
는 곳으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언제나 인기인데, 특히 오
후에는 노천 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인 한 잔
을 음미하거나,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를 나누는 연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출출한 오후에는 스위
스 와인이나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 정성껏 만든 샌드위
치를 즐기면 잠깐이지만 이만한 힐링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늦은 저녁에는 꼬냑이나 위스키 한 잔을 두고 야경
을 즐기는 이들도 많아 그 어느 때에 방문하더라도 각각의 
재미를 맛보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스위스 남부의 이탈리아어권, 티치노(Ticino) 지역의 로맨틱
한 마을, 아스코나(Ascona)의 호반길에는 커피나 아이스크
림을 즐기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카페가 
줄지어 있는데, 모두 마죠레(Maggiore) 호수와 브리싸고
(Brissago) 섬, 호수 건너의 산 풍경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들입니다. 그 중 제 라운지(See 
Lounge)는 아스코나의 구시가지와 호반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바로, 오후에는 커피와 간식을 즐길 수 있고, 저녁
에는 클래식한 칵테일과 와인, 핑거 푸드를 DJ 음악에 맞춰 
즐길 수 있는 로맨틱한 장소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로컬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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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거, 트램, 유람선에서 즐기는 낭만
퐁뒤부터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 노천 사우나까지, 
평생의 추억을 선사할 스위스 겨울 체험거리

글ㆍ사진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스위스는 북쪽을 제외하면 국토의 절반 이상이 알프스 산맥의 영역이라 할 만큼 알프스를 가장 넓게 품
고 있는 나라로 겨울 여행이 더욱 특별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스위스 관광객들이 깎아지를 듯한 
암벽, 웅장하다 못해 장엄하기까지 한 겨울 설경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기 위해 하이킹을 택하
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밖에도 알프스를 보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이색 겨울 체험거리가 많습니
다. 눈꽃 여행부터 노천 사우나, 스위스의 도심지를 둘러보며 즐기는 퐁뒤까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
한 겨울 낭만을 소개합니다. 

베른(Bern)
뒷동산에서 썰매 타기 

인력거 타고 퐁뒤 먹기 샬레에서 낭만 퐁뒤 디너 즐기기 

서울의 남산 격인 베른의 구어텐(Gurten) 산은 겨울이면 로컬들에
게 인기가 많은 곳 중 하나로 특히 가족 단위가 많이 찾는 산입니다. 
길이가 1,200m나 되는 썰매 코스와 퓨니큘러로 쉽게 오를 수 있는 
구어텐 산에는 터보강(toboggans)이라 불리는 60대의 다보스식 썰
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보강은 모든 연령이 탈 수 있는 썰매로, 
해발고도 864m에 있는 정상 역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썰매를 타
고 싶지 않은 경우라도, 구어텐 산에서 겨울 하이킹과 함께 미식 체
험을 즐길 수도 있어 로컬 연인들로 북적입니다. 

자전거 형식으로 제작된 인력거에 퐁뒤를 조합한 “퐁뒥샤
(Fondükscha)”는 베른을 대표하는 특별한 관광 명물 중 하나
입니다. 인력거에 올라타 퐁뒤를 먹으며 베른 구시가지를 돌
아볼 수 있는 무척 특별한 미식 시티 투어로, 따뜻한 담요를 
몸에 두른 채 향긋한 화이트 와인 한 잔과 함께 따듯하게 녹
은 치즈에 빵을 찍어 먹으며 베른 구시가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소요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로, 
드라이버가 베른의 주요 지점마다 멈춰 흥미로운 사실이나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운영
됩니다. 

베른에는 낭만적인 디너를 즐기기 좋은 레스토랑, 쉬벨렌매텔
리(Schwellenmätteli)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내에서도 테라스 
석이 가장 아름다운데, 겨울이면 이 곳에 베른에서 가장 안락
하기로 소문난 퐁뒤 샬레가 만들어 집니다. 야외에 마련된 “퐁
뒤 오두막”이란 뜻의 “퐁뒤휘테(Die Fondü-Hütte)”에서는 투명
한 텐트를 치고, 목조 샬레를 만들어서 맛깔난 퐁뒤를 먹으며 
베른 구시가지의 야경과 눈 덮인 아레(Aare) 강가의 풍경을 고
스란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퐁뒤 샬레는 디테일 하나하나에 눈
길이 가는 매력적인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아레 강변에 자
리한 쉬벨렌매텔리에서는 베른 구시가지의 풍경이 한 눈에 들
어와 아름다운 도시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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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Zürich)

유럽 최대의 인공 아이스 링크에서 스케이트 타기 

치즈 퐁뒤 크루즈 타기 

빈티지 트램 타고 퐁뒤 맛보기 

돌더(Dolder) 아이스 링크는 1930년에 조성되어 취리히에서 80년 남짓 이어져 온 6000m2 너비의 인공 아이스링크로, 수십년 동
안 명맥을 이어온 유럽 최대의 개방형 인공 아이스 링크입니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중앙에 세워져 있고, LED 전구가 빛깔을 
바꾸며 사뭇 남다른 분위기를 자랑하는데, 스케이트장을 작은 겨울 모험 여행으로 만들어 줍니다. 스케이트 대여가 가능하며 잠
시 쉬고 싶다면, 스케이트 장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 펀치 한 잔으로 기운을 차리거나 퐁뒤 식사를 즐겨 보아도 좋습니다. 11월
부터 3월까지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 저녁 5:45부터 7:15까지는 훈련으로 인해 잠시 개방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 딱히 찾을 만한 곳이 없다면, 안성맞춤인 코스가 있습니다. 취리히 호수 유람선에 올라 제대로 된 스위스 치즈 퐁
뒤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곳 퐁뒤의 특별한 점은 가장 전통적인 레시피로, 가장 전통적인 퐁뒤 냄비인 “카켈롱(caquelon)”에 
서빙된다는 점입니다. 취리히에서 저녁 7시 15분에 출발해 9시 45분에 되돌아오는 한 시간 반 동안의 여정으로, 저녁 어스름
이 내려 앉는 취리히 호수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 좋아 로컬 연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퐁뒤 시즌이 찾아오면 취리히 로컬들은 취리히의 명물 중 하나인 퐁뒤 트램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1930년
에 만들어진 빈티지 트램인 퐁뒤 트램은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취리히 최고의 명소들을 달리는데,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
로 로컬 연인들의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이어지는 여정 동안 승객들은 향신료를 넣고 따뜻하게 데운 글
뤼바인(Glühwein)과 그라우뷘덴(Graubünden) 특산품인 말린 고기 플래터, 치즈 퐁뒤, 디저트,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젤(Basel)

라인 강가에서 사우나 하기 

유람선 타고 치즈 퐁뒤와 라클렛 뷔페 즐기기 

겨울이면 바젤의 라인 강가에는 라인바데하우스 브라이테
(Rheinbadehaus Breite)라는 이름의 사우나가 운영됩니다. 노
천 사우나에 앉아 라인 강의 기막힌 겨울 풍경을 바라보는 재
미가 쏠쏠해 로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핀란드식 사
우나로, 유르트 천막 안에 앉아 장작불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쉬어 가기도 좋고, 커피 유르트에서 간단한 간식을 즐겨도 좋
습니다. 라운지 유르트와 샤워 시설, 노천도 마련되어 있어 필
요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너무 덥다면 라인 강에서 잠시 발을 
담가도  좋습니다. 식수와 샤워가운, 슬리퍼, 타월, 비누가 제
공되며, 10월 말부터 3월까지 운영됩니다. 

루체른의 유람선 투어에서는 스위스 치즈 요리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치즈 퐁뒤와 라클렛 중 하나를 골라 마음껏 즐기며 낭
만적인 루체른 호수의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루체
른 호수 위에서 벌어지는 낭만적인 파티와 함께 무한 제공되는 
치즈 퐁뒤와 라클렛으로 추운 겨울 속에서도 풍성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하기 제격입니다. 루체른에서 저녁 7시 12분에 
출발해 9시 47분에 되돌아오는 일정으로, 대략 2시간 30분 동
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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