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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eartbeat technology™ 
공정 중단없이 자가검증 및 진단이 
가능한 신기술 출시

12 태국의 보석, 푸켓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임직원들의  
해외워크샵  3박 5일 스토리 전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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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2020+
시장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한 더 큰  
도약 및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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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워크샵
태국의 보석, 푸켓에서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임직원들의  
3박 5일 스토리 전격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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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된 상하수처리 시설
블루투스 기능을 적용한 최초의 비접촉 

레이다 시리즈와 사용자 친화적인  
샘플링 아날라이저 플랫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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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beat technology™

공정 중단없이 간편하게 기기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이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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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의 
사전 허가없이 무단 복제 및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글과 사진 등 자료에 저작권
자 표시가 없는 것은 발행처
인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오일 금액 하락으로 인한 해외 건설 경기 및 조선업계의 불황과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인 이슈들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쉼없이 달려오셨을 모든 고객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역시 국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년의 붉은 닭이 가지고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침을 알리는 
역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고, 올 해는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17년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가 창립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20주년은 저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열정을 가진 임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조직의 힘은 더욱 강화되었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입지를 
자리매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한번의 도약과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강점은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고객과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뚜렷한 목표를 
재정립하는 무척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가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에는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뵙고 이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김이섭

Greetings from the CEO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끊임없는 
열정으로 고객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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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erve and learn from our customers
Complaint Management System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

엔드레스하우저그룹의 매출액이 지난 해 6.5% 성장하여 순매출

이 21억 유로 (한화 약 2조 6,060억원)를 넘어섰습니다.  

세전이익 (EBT)은  1억 6,400만 유로 (약 2,035억원)를 기록 

했으며, 이익률은 10.9%입니다. 연구개발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

하여 270건의 특허를 제출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12,952명으로 

51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그룹은 지난 

해 식음료산업, 수처리산업, 생명과학산업 등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비순환적 산업과 서비스 및 솔루션 분야에

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품 중에서는 특히 분석기기 분야

에서 평균 이상의 성장을 달성해, 실험실에서부터 공정까지 고객

을 지원하고자하는 엔드레스하우저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서 성과 보여

엔드레스하우저그룹, 순매출 6.5% 성장
외부 기관을 통한 임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임직원 설문조사에서 상위 10% 평가 받아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지난 6월 23일 여수 MVL 호텔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신기술 (Making the difference with new  
technology)’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수 산업 단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화학 및 석유화학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신기술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신제품 포트폴리오가 소개되었습니다.  
유량계 세션에서는 엔드레스하우저 유량계 제품군에 새롭게 
적용된 자가 진단 기능 Heartbeat verification과 나노크기의 
초고속 고감도 센서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가스밀도계가 
소개되었습니다. 또, 지난 해 처음 국내에 소개된 바 있는 
라만분광식 측정 기술을 적용한 가스분석계 Optograf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메모센스, 전자식 레벨 측정 기술, 탱크게이징의 
프로토콜 통합 솔루션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폭 넓은 제품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모품, 정비 및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는 분광식가스분석계기

분석계 신기술 세션에서는 기존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GC)에  
비해 획기적으로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Optograf 
가스분석계기가 소개되었습니다. Optograf 제품은 라만분광식 
측정 기술 (Raman Spectrascopy)을 적용한 가스 분석기로, 
소모품은 물론 정비 및 사용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운용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만분광식 측정 기술은 특허인증을 취득한 
고유의 샘플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합성가스 내에 수분 
및 다양한 불순물이 존재하더라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교정된 센서를 공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센스

수질분석계 세션에서도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날 선보인 메모센스 기술은 
센서와 케이블 간 비접촉 데이터 전송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교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분석계를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교정을 진행할 
경우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오측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메모리가 내장되어있는 
엔드레스하우저의 메모센스를 활용하면 환경이 최적화된 
실험실에서 교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하고, 
교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수지사를 포함하여 대산, 군산 지역 등의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민 이사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신기술 혹은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계측기 분야에서 당사만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프로세스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열정을 다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고객분들이 발걸음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개의 센서를 동시에 교정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Memosens Plus 한 개의 베이스 유닛에 4대의 프로브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Optograf 분석기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지난 4월, 3주 동안 내부임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객관적이

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되었

으며, 목표의식, 리더쉽, 조직의 효율성, 임직원의 참여도, 회사의 

브랜드 가치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104명의 모집단 중 96%의 참여율로 마감되었으며, 

임직원들의 만족도는 국내 기업 상위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특히 두각을 나타낸 항목은 회사의 브랜드 가치 부분으로

써, 엔드레스하우저그룹의 글로벌한 기업 문화와 한국에서의  

동료애와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제도와 인재 발굴 및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그룹은 3년 주기로 글로벌 설문조사기관인  
TNS Infratest와 함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고객분들이 선정해주신 개선사항들 중 하나는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해결책 제시’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엔드레스
하우저(주)는 Complaint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시는 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통해 동일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
고, 고객과의 소통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대한의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omplaint Management System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최초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그 내용이 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고객께 첫 번째로 알려드리며, 담당자를 선정하여 언제까지 답변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두 번째 알림 메일을 송부드립니다. 

이후 관련 부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점 해결 후에는 해결 
과정의 만족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스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문제점 접수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
으로 기록 및 관리되어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생산 공장과도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의 서비스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김태윤 
이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Complaint Management System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7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목소리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불만족 사항이라도 
전화, 이메일, 웹페이지 등의 채널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준비하여 
답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학 및 석유화학 시장에 최적의 솔루션 제시
여수 MVL호텔에서 35개사 150여명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 성공적으로 개최  

고객에게 시스템  
접수 안내 메일 발송

고객 불만 접수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과정 고객 만족 실현 지속적인 개선

고객에게  
피드백 메일 전송

해결책 모색 및 제시 고객의 불만사항 해결 해결방안 도입 및  
시스템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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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인해 디지털화가 발전한 현대 시대에서는 
이메일 마케팅, 검색엔진 최적화 (SEO : Search Engine  
Optimisation)를 통한 키워드 노출, 온라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시회 참여는  
전통적이면서 아직까지 많은 B2B기업들의 거래 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도구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타겟 
마케팅과는 조금 다르게 전시회는 신규 고객 개발은 물론, 
관련 산업의 광범위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직접 
시연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고객사 및 경쟁사를 통해 직간접적인 
기술 동향을 확인하기 좋은 시장 조사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이번 한 해동안 신규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
하고자 크고 작은 전시회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SETEC)에서 
열린 ‘가스코리아’ 전시회에서는 정확하고 안전한 가스
분석 솔루션을 비롯해 스팀 및 산업용 가스, 압축 공기, 
천연가스의 유량 측정이 가능한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 
CNG 유량계, LNG 탱크 게이징 솔루션 등을 선보이는 자리
를 가졌습니다. 특히,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분석기 
시장에서 잘 알려져있는 미국의 SpectraSensors Inc와 Kaiser 

Optical Systems Inc를 인수하면서 가스산업 진출을 본격적
으로 시작한 엔드레스하우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스 
분석기 분야에서도 강한 강점을 가진 솔루션을 3,500여명
의 고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된 
‘Korea Pack’ 전시회에서는 신규 생산설비를 제조 및 납품
하는 글로벌 패키징 업체들의 오랜 파트너사로서 정량 및 
액체 충진기 공정부터 믹싱과 블렌딩 공정까지 식음료 및 
제약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이지닉 솔루션으로 고객들
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Korea Pack은 국내 
최대 그리고 세계 5대 패키징 전문 전시회 답게 식품, 제약, 
화장품 및 화학 산업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의 산업동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발전산업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 튼튼히 다지고자 올 해로 2회를 맞는 한국전력공
사 주최의 BIXPO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11월 2일부터 4일
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전시회는 
약 5만 2000여명의 관람객들이 북적였으며, 한국엔드레스
하우저(주)를 포함하여 국내 발전소, LS산전, GE 등 다양한 
글로벌 전력회사들이 참여하여 신기술 에너지의 최신 트렌
드 및 신제품을 소개하고, CTO 및 CEO 포럼을 통해 국내 발
전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놓칠 수 없는 중요 산업들을 전시회로 잡다
가스, 식음료, 제약, 발전 등 다양한 산업 전시회 통해 프로세스 산업 동향의 발전에 기여해

       천장의 파란색 큐브
 

복잡한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보다 쉽게 엔드레스하우저  

부스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천장은 엔드레스하우저의 대표 

색깔인 파란색 큐브로 통일하여 

전시장 어느위치에서나  

엔드레스하우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 & 화이트 컨셉 
 
엔드레스하우저 특유의 은장 

띠로 둘려 쌓여 있던 벽이 

이제는 깔끔한 하얀 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르던 카페트  

색깔은 어두운 검정 계열로 통일

하여 전시회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제품들에 시선이 가도록  

집중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새로운 부스 디자인
2017년부터는 전시장에서 새롭게 변경된 엔드레스하우저의 부스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엔드레스하우저 부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세계 5대 패키징 전시회 중 하나인 2016년 KOPACK 전시회에서의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전시 부스

엔드레스하우저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전시장에서의 고객 편의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부스 디자인

        업데이트된 데모들
 

‘겉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영어속담처럼, 전시회  부스 

디자인만 바뀌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과  

엔드레스하우저만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로 이뤄진 다양한  

라이브 데모들이 새롭게 출시

되었으며, 이제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공간

블랙 & 화이트의 심플함에서  

그치지 않고, 방문 고객들이  

미팅 공간에서만큼은 따뜻하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가구와 기타 소재를 우드재질로 

선정하였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바공간에서 지친 다리의 

피로를 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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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제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2015년-2016년의 
2%대의 GDP 성장률에 이어 2017년-2020년까지도 동일한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의 약화로 수출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불어나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경기 불안,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장치와 복지
가 미흡한 상태에서 가속화되는 고령화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우리의 시장과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 구조의 경우, 2030년에 
51만에서 52만으로 인구는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인구의 
약 24.3%가 노년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미래 인구 변화 분석을 통해 정부는 특히 식음료, 제약 
및 ICT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별 규제
프리존의 도입과 노후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하는 스마트팩토리의 확산 등 인더스트리 4.0에 
발맞춘 다양한 정책 및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 및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산업 현장에
서 증가하고 있는 신기술과 프로세스 안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디지털화가 개개인과 우리의 업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은 변화하는 시장을 분석하고, 향후 5년 동안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주요 산업 5개를 선정하여 향후 
시장 변화를 분석 및 예측하고,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정량적이
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Strategy 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 경영진은 물론, 영업 및 
마케팅팀에서 참여하였으며 전임직원 워크샵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받고 포럼과 Q&A 세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부서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모두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구체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Strategy2020+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더 큰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출 성장률 고객 만족도 임직원 만족도

“Strategy 2020+ 수립 시, 일부  
직원의 참여나 외부 컨설팅을  
통한 작업이 아닌 모든 직원이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를 함
께 실행하는 과정이 기대됩니다. 
지원 부서의 역할과 책임감 또한 
느낄 수 있어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비스팀 김태윤 이사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시장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시장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분석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이섭 대표이사

“정확한 분석을 위해 외부 자료는 
물론, 자사와 경쟁사, 그리고 고객
사의 동향 등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
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유용한 자료를 만들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케팅팀 김성록 팀장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했습
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부족했
던 ‘틈’을 찾고 이를 보완하여 ‘기회’
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배우고 함께 더 성장
할 것입니다.”

컨트롤링팀 최진영 이사

시장 성장률보다 1.5배 성장 글로벌 기업 상위 25% 이내 국내 기업 상위 5% 이내

2020년까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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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 29일 : 
KOPACK 전시회
일산에서 개최된 국제포장 
기자재전 전시회에 참여하여 
식음료 및 제약 산업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하이지닉 제품 및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12월 27일 :  
Year-end workshop
더욱 성공적인 2017년을  
소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뮤지컬 보디가드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23일 :  
여수 호텔 세미나 
‘비용 절감을 위한 신기술’이
라는 주제로 여수 지역의  
화학 산업 및 석유화학 산업 
고객분들을 대상의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되돌아보는 2016년 주요 일정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Focus on productivty and growth’이라는 모토 아래 지난 한 해동안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 12일 ~ 14일 :  
하반기 전직원 워크샵
강원도 델피노 리조트에서  
2박 3일 간 모든 임직원이  
‘Strategy 2020+’을 주제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4일 : 
전직원과 함께하는  
시무식
모두 함께 힘찬 새해를 다짐하고 
소망을 적은 후 심학산을  
등반하며 팀워크를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20일 :  
제 8회 한마음체육대회 
사무실에서 잠시 벗어나 조치원  
홍익대 캠퍼스에서 대리점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사이트 뉴스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r.endress.com/newsroom

Strategy 2020+ 수립을 위해 전임직원이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구체 플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 하반기 전직원 워크샵의 모습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가 선정한 핵심 산업군은 화학 및 
석유화학, 오일 및 가스, 식음료, 제약, 수처리산업입니다. 

각 산업의 2020년까지의 성장률 예측을 기반으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반적인 산업 분석, 과거 성장 
동력, 산업별 세부 항목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산업군 외에도 프로세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실성(certainty)과 영향력
(impact)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접근가능한 시장 크기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의 시장점유율을 제품, 솔루션,  
서비스 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경쟁사의 경우, 각 산업별로 장단점 및 전략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 전략, 제품, 영업채널 등 세부항목 별로 비교
표를 구성하여 시장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사 분석을  
위해서는 매출액을 산업별, 연도별, 영업채널별, 고객사별, 
제품별 점유율 등으로 세분화하여 시장 포텐셜 대비 강화해
야하는 부분과 보완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향후 나아가야할 전략적 방향성의 경우, 산업별로 핵심 
고객들을 선정하여 고객사별 매출 규모, 연간 프로젝트 및 
예상되는 유지보수 규모, 경쟁사별 상황을 분석하고 2020
년까지의 포텐셜을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영업적 
전략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 
분석, 제품별 분석, 대리점의 사업 현황 분석과 해외  
프로젝트 분석 등도 추가로 진행하여 다각적 분석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약 6주에 걸친 분석 기간 후에는 산업별 Task Force Team과 
부서별 토론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 숫자
와 연도별 중요 목표와 부서별 세부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Strategy 2020+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이를 분섬함으로써 100여명의 임직원 모두  
뚜렷한 목표를 공유하고, 그에 맞는 플랜을 세우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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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보석, 푸켓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의 해외 워크샵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6시간 거리에 있는 푸켓은 한겨울에
도 기온이 약 34도를 웃도는 동남아시아의 떠오르는 
여행지입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고생한 동료들을 
서로 격려하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푸켓으로 3박 5일 
해외 워크샵을 떠났습니다.  
 
태국 푸켓 해외 워크샵의 즐거운 일정은 공항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두 편의 항공기로 나누어 출국 수속을 밟으며,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출국 비행기를 기다리는 임직원들
의  눈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푸켓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덥다!’는 것이었습니다, 
푸켓은 2월에도 낮에는 약 34도, 밤에는 약 24도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여름 옷차림이 적합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아주 따갑기 때문에 얇은 가디건과 모자가 필수인 날씨입니다.

그 외 푸켓의 기본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   푸켓 날씨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3~5월 고온, 6~10월 우기, 11~2월 건기) 
•   푸켓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   푸켓 화폐 단위 : 
      바트(Baht), 100바트 = 한화 약 3,400원, 달러(USD)는 
      환전이 쉽지만,  한화는 환율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   푸켓 전기 전압 : 220V/Hz
•   푸켓 국제전화번호 : +76

TIP : 푸켓에서 유심카드 이용하기

푸켓에 도착하고 ‘로밍’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휴대폰을 분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유심
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면
이었습니다.

하루 만 원 정도면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로밍 
서비스가 각 통신사에서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 3G를 사용
하기 때문에 속도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심카드

를 사용하면 현지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며 
가격 또한 300바트(만원 이하)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태국 
도착 후 공항에서도 구입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팡아만 해양국립공원

팡아만 해양국립공원은 약 130여개의 섬으로 된 해양공원
입니다. 석회암과 기암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
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염수(짠 물)에 뿌리를 내린다는 맹글
로브 나무 숲을 구경하는 것 또한 하나의 재미입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임직원들은 6개 조로 나뉘어 
‘롱테일보트’에 탑승했는데요. 롱테일보트는 길쭉하게 생긴 
꼬리를 닮은 약식 카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창하게 빛나는 태양과 반짝이는 바다, 신비한 나무들과 
기암괴석을 즐기는 모두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상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이슬람식 식사를 하고, 제임스본드  
섬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본드 섬은 ‘007 황금총을  
든 사나이’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섬입니다.  
 
팡아만 해양국립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못을 닮은  
바위가 제임스본드 섬에 
있습니다. 못을 잡는
듯한 재밌는 포즈의 
사진들이 많이 
등장해 보는 
내내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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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보석같은 피피 섬(Phi Phi Islands)의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임직원들

정석원 대리의 
슈렉아이워머

시차가 다른 나라로 
출장가게 될 경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가방 속에 슈렉아이워머 

하나면 해결됩니다. 일회용 안대이지만, 
개봉하는 순간 약 40도의 따땃한 발열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고 5분 정도 뒤면 잠이 사르르… 
귀에 걸수 있어 편하고, 슈렉모양의 
귀여운 안대여서 기분도 같이 업업!

강경국 과장의 미니 페브리즈

정장이나 와이셔츠, 여자들의 
블라우스는 말할 것도 없이 종종 
구겨지는 경우가 있죠. 호텔에 
도착해서 바로 옷걸이에 걸어놔도 
구김이 신경쓰일 땐 미니 페브리즈를 
활용해보세요. 탈취도 되고, 
전정기도 없애고, 구김현상도 금새 
해결된답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 
안해서 편리한 잇아이템!

윤혜준 대리의 
진동클렌저

시중에 나와있는 
진동클렌저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저는 여행갈때 포레오를 꼭 

챙겨가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매일 사용해도 
피부에 자극이 없고, 브러쉬가 짐 속에 눌릴 
걱정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한번 충전으로 
300회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속력! 
충전기를 가져갈 필요 없어서 편리해요. 

타지에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에 
세수하기도 귀찮을 때, 방수되는 

포레오 하나면 후다닥 씻을 
수 있어요.

변혜진 대리의 
다리 쿨링젤

다리파스로 유명한 휴족시간은 힐을 신는 
직장 여성 집에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랩피토 

레그 쿨링젤도 비슷한데, 빠른 흡수와 쿨링감으로 
바르는 즉시 다리 피로를 싹 없애줍니다. 하지만, 

더 편리한 부분도 있어요. 바르면서 피로한 부분에 
롤링 마사지도 가능하고, 바로 스타킹을 신어도 

되기 때문에 파스형식으로 붙이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죠. 이제 많이 걸어다니거나 

힐로 고생한 다리에 상을 주세요!

출장이나 여행을 위한 꿀팁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스피드 보트를 타고,  
열대어의 천국으로

푸켓 워크샵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인 호핑 투어와 스노쿨링이었습니다. 호텔 앞에 모여 
버스를 타고 약 30분이 지나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호핑 
투어는 스피드 보트를 이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멀미에 약한 
임직원들은 미리 멀미약을 먹고 보트에  탑승했습니다. 

보트에 탑승한 지 한 시간 반 가량이 지나자 스노쿨링을 
진행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노쿨링 장비와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열대어들 사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IP : 파도가 잔잔할 때는 스피드 보트 앞 자리에

스피드 보트의 매력은 빠른 속도로 바다를 질주하기 때문에,  
배의 앞부분이 공중에 떠서 마치 놀이기구와 같은 스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뱃머리 쪽으로 갈수록 속도를 
더 잘 느낄 수 있고, 배 뒷쪽의 엔진 가까이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보트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핑 투어가 진행되는 내내, 푸켓의 태양과 바다에 
반사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몸을 가릴 수 있는 수건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피피섬에서의 휴식

열대어들 사이에서 즐거운 스노쿨링을 마치고 피피섬에 
도착해 모두 휴식을 즐겼습니다. 피피섬은 반짝이는 햇살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하얀 백사장으로 유명한 태국 
남부의 작은 섬입니다. 샤워 시설과 벤치 등도 비교적 잘 
마련되어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푸켓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여기까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의 3박 5일 워크샵 
일정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태국의 보석, 푸켓에서의 3박 5일 
일정은 아쉽게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3박 5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간 
이유는, 꽉 찬 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또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열정을 
불태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었고, 한 해 동안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에너지 역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1514 challenge company magazine



CA80 샘플링 아날라이저 플랫폼은 기존의 CA71 플랫폼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실험실 수준의 높은 정확성과 사용자 친화
적인 인터페이스 및 유지보수를 컨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암모니아를 측정하는 CA80AM을 시작으로 인산염(CA80PH), 
철분(CA80FE), 아질산염(CA80NO), 총인(CA80TP), 
COD(CA80COD)의 출시로 플랫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Liquiline 기술에 따른 친숙한 인터페이스

CA80은 Liquiline 패밀리의 일부로서, 다른 Liquiline 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플랜트 운영자는 추가적인 교육 없이 기존 파라미터 제품의 
익숙한 사용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은 시약량의 소모와 보다 낮은 운영 비용 

비색분석 온라인 장비의 운영 비용에 있어 시약 비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CA80 플랫폼에는 
새롭게 설계된 정밀한 주사기 방식의 펌프 구조가 적용되어 
매우 적은 양의 시약을 소모하므로, 고가의 시약 소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냉각시스템을 장착
하여 사용되는 내부 시약의 수명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자동 세척 및 교정 기능으로 유지보수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파라미터 확장성

CA80 플랫폼은 하나의 비색분석법을 제공하는 기존 플랫폼과 
달리, 별도의 트랜스미터 없이도 pH, 전도도, 용존산소 및 탁도 
등의 Memosens 센서를 최대 4개까지 자유롭게 입력하여 확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Contact : 02-3660-6722

엔드레스하우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Micropilot 
FMR10/20 레이다 시리즈는 수처리 산업은 물론, 
전산업의 수처리 시설에 최적화되어있는 제품
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적용한 최초 비접촉 레이다 시리즈

Micropilot FMR10/20은 블루투스 기능을 적용하여 
무선으로 시운전, 운영, 유지가 가능한 첫 비접촉 
레이다 시리즈입니다. 블루투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기기(iOS,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앱으로 신호 분석 커브를 확인 및 설정함으로써 공장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 빠른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 지역이나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에 
기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다 칩을 통해 콤팩트한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 구현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는 블루투스 기능 뿐 아니라, 
FMR10/20 시리즈는 새로운 레이다 칩을 통해 
콤팩트한 디자인과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비를 자랑
합니다. 새로운 칩으로 구현한 콤팩트한 디자인을 
통해, 기존에 설치하기 어려웠던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 가능합니다.

Micropilot FMR10/20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수처리 산업에 적용하기 다소 높았던 
이전 레이다 기술에 비해, FMR10/20 시리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어 수처리 산업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Contact : 02-3660-0384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하수처리 시설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물은 투명하고,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오로지 깨끗한 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최신 기술과  
정확한 측정 기술이 집약된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Liquiline System CA80
사용자 친화적인 샘플링 아날라이저 플랫폼

Micropilot FMR10/20
레이다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레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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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 현장에서 이를 위해 공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장비를 반출하여 검교정을 진행하
는 일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기 스스로  
자신을 검진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운용자에게 이를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엔드레스하우저의 Heartbeat  
Technology™은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공인인증을 획득한 신뢰도 높은 검증 기능

Heartbeat Technology™은 계측기기에 탑재된 자가 검증 및 
진단 기능으로 공정 중단 없이 간편하게 기기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에 대해 미리 감지함으로써 고질적인 다운 타임을 해결

하고 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엔드레스하우저만
의 독보적인 신기술입니다. 

사용자는 기기에 탑재된 테스트 버튼을 누르거나, 필드 네트
워크 혹은 인터넷을 연결하여 마우스 클릭을 한 번 하는 것만
으로 공정 중단 없이 언제든지 기기의 기능 이상 유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 검증 방식은 복잡한 검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Heart-
beat Technology™은 더 높은 시스템 운용률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 그리고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 Heartbeat Technology™ 로 해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심각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해야하는  
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측기기 역시 최고의 측정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Heartbeat Technology™을 통한 검증 결과는 통과(Pass) 혹은 
실패(Fail)로 표시되며, 별도의 작업 없이도 손쉽게 PDF 양식
의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보고서는 엔드레스
하우저의 내부 인증뿐만 아니라 ISO 9001 품질 기준, 국제증
기관인 독일 기술감독협회(TUV SUD)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장합니다.  

더 나아가, 엔드레스하우저의 계기는 HistoROM이라는 저장 
기능을 통해 최대 8개의 검사 결과를 계기 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전원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지라도 이를 
복원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을 통한 사전 공정 점검

Heartbeat Technology™은 검증뿐 아니라, 확장된 진단 기능
과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합니다. NE 107 권장 사항을 따르는 
진단 기능은 시스템 오류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감지한 오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
하며, 그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운용자들은 이를 통해 사전에 

계기 기능을 변경하거나 공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도 계기
의 측정 환경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 제공

Heartbeat Technology™은 이미 엔드레스하우저의 유량계 
신제품인 Proline 3세대 플랫폼에 모두 탑재되어 있으며, 
2017년 레벨계에도 적용하여 출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측정 솔루션 및 제품 포트폴리오에 적용, 확장될 예정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계측기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플랜트 
운용자들의 편리성과 비용절감 등의 장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Heartbeat Technology™ 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도 유량계의 자가 검증 기능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Contact : 02-366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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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Proline 300/500
 

엔드레스하우저의 신제품 유량계는 더욱 향상된 플랜트 안전성과 품질 및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Contact : 02-366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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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년의 경험으로 입증된 Proline 시리즈

• 엔드레스하우저의 Proline 유량계 시리즈는 1977년 출시
된 이래로 270만 대가 넘는 설치 레퍼런스를 가진 업계에
서 증명된 센서입니다. 

• 프로세스 및 온도, 진동, 먼지, 열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전세계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었든 간에, ISO/IEC 17025
를 따르는 공인된 교정 리그를 통해 높은 품질을 보장합
니다. 

• Proline 300 시리즈는 디스플레이 유무를 선택할 수 있어 
컴팩트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 Proline 500은 센서로부터 최대 300m 떨어진 곳까지  
설치할 수 있는 리모트 버전입니다. 

2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완벽한 공정 제어 

• HistoROM 자동 데이터 저장 기능을 장착하여 안전성을 
• 극대화했습니다.
• 3개의 데이터 저장 유닛을 활용해 기기 및 구성 데이터를 
• 자동 복원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공정 중단 시

에도 데이터 유실 염려가 없습니다. 
• 기기를 교체한 후에도 새로운 설정 없이, 간편하게 기기 
• 구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간편한 조작

• WLAN무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측정값, 진단 
데이터, 프로세스 정보 및 기기 파라미터를 최대 50m  
범위에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어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스마트한 공장을 위해 준비된, 완벽한 시스템 통합

• Proline 300/500은 HART, WirelessHART, PROFIBUS PA/
DP, FOUNDATION Fieldbus, Modbus RS485, EtherNet/IP, 
PROFINET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 기존 플랜트의 구조와 시스템에 어떠한 장애없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I/O 모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입력부/출력부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극대화되었
습니다. 

 
5   자가 검증과 점검이 가능한 Heartbeat Technology™ 

• Proline 300/500 시리즈의 모든 기기에는 영구적인 자가  
진단 기능인 Heartbeat Technology™ 가 적용되어있습니
다. 

• 운영자는 공정 중단 없이 기기를 검증할 수 있으며 현장
에서 떨어져있을지라도 기기 검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가 검증 기능을 통해 사전에 기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고장 주기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통해 유지보수  
스케줄을 조정하여 다운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인증 및 승인

3

        Contact : 02-366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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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 기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는 
번거로움? 혹은 시끄러운 현장에서 
전화로 기재된 코드를 읽어야하는 
불편함?  
 
이젠 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오퍼레이션 앱을 다운받으시면, 
시리얼번호 입력을 통해 오더코드에 
대한 상세 정보, 운영매뉴얼, 
기술정보, 스페어파트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오퍼레이션 앱

심심할 땐 내 손 안의 
키오스크 앱  

Challenge 잡지가 어느덧 3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키오스크앱을 다운받으면,  
지금의 잡지를 온라인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행된 1호, 2
호까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약 50여개국에 있는 모든 

엔드레스하우저의 고객 잡지까지도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기술기사와 

최신 트렌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엔드레스하우저의 
스마트한 앱서비스

스마트 시대에 발맞춘

엔드레스하우저의 

다양한 앱들을 소개합니다.

정확한 레벨 측정에 중요한 
유전상수 앱  

매질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레벨을 
측정하는 레이다와 정전용량식 레벨은 
유전 상수값이 중요합니다. 유전 상수 
값에 따라 레이다파의 반사율이 달라져 
측정 가능 범위가 결정되거나 적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정전용량식 
레벨은 매질이 비전도성일 경우 측정값이 
유전 상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복잡한 유전 
상수값을 이제는 엔드레스하우저에서 
개발한 앱에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레벨 측정을 위한 
계기 설정을 보다 쉽게 하세요!

이젠 계측기기도 
무선으로 설정한다, 

스마트블루 앱 

엔드레스하우저가 새롭게 출시한 
비접촉 레이다 시리즈 FMR10/20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블루투스 
기능으로 원격 제품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블루 앱 다운로드를 통해,  
원격으로 레이다의 신호 분석 커브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설정해보세요! 
특히, 무선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 운영자가 
기기를 설정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있어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Endress+Hauser’를 검색해보세요. 

탱크게이징을 위한 플랫폼 시리즈
 

일본의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엔드레스하우저 공장에서는 플랜트의 핵심 설비로 사용되는  
수만개의 탱크를 위한 탱크게이징 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탱크게이징에 적합한 
계측기기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켰습니다.  새로 출시된  
Proservo NMS8x, Micropilot NMR8x, 플랫폼 시리즈는 어떤 
프로세스나 극심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측정 
값을 제공합니다. 

국제 규격에 따른 높은 안정성
탱크게이징 플랫폼 시리즈는 세계 최초로 탱크게이징을  
위해 IEC 61508과 SIL2/SIL3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설계 
되었으며, OIML R85와 API MPMS 등의 국제 규정 인증 뿐만  
아니라, 나라 별로 각기 다른 인증인 NMi나 PTB 등까지 취득
하여 탱크팜이나 터미널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80GHz 상거래 인증용 레이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Micropilot NMR81 레이다는 세계 최초의 
80GHz의 상거래인증용 레이다로써 좁은 빔 각도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좁은  
빔각도인 3° 혹은 4°로 레이더 신호를 보다 강하고  
좁게 전송함으로써 다양한 탱크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값
새롭게 출시된 탱크게이징 포트폴리오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세계 최초 40m 서보타입 탱크게이징 캘리브레이션 리그를  
통해 교정되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보장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서보 
탱크게이지 캘리브레이션 리그는 수직으로 추를 내려  
캘리브레이션 해야하는 서보 타입의 기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했던 기존 캘리브레이션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측정 범위에 대해 정밀하게 캘리브레이션 하여 성적서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탱크 게이징 플랫폼 시리즈 Proservo NMS8x, Micropilot NMR8x, Tank side monitor NRF81 (왼쪽부터)

        Contact : 02-366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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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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8~9
info@rok.endress.com
www.kr.endress.com

교정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58-1

calibration@rok.endress.com

부산지사 
Tel 051 971 6560
Fax 051 971 6564

울산지사
Tel 052 274 9448
Fax 052 274 9449

여수지사 
Tel 061 691 5721
Fax 061 691 5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