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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새해에는	감사한	분들을	한분	한분	찾아뵈
어야겠다고	다짐해보지만	매번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내년	2월	1일이면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벌써	10	년이	
됩니다.	34	세	영업을	시작하며,	45	세	이전에		반드시	외국계	
기업의	CEO	가	되어야지	했던	꿈을	결국		46	세에	이루게	되었습니
다.	당시	저는	젊어서	그랬는지	CEO	가	되면	좀	더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27	년	넘는	
회사	생활	중	가장	혹독하고	여유롭지	못했던	시간이	취임이래	
지금까지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올	한해는	그간	제가	원했던	많은	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2년	여의도	사옥으로	확장	
이전	후,	긴	시간	바래왔던	부산지사와	여수지사	또한	더	좋은	환경
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취임	첫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	한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신임회장으로부터	그간	
큰	성장과	조직의	안정적	변화에	대해	많은	격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처음으로	GWP	Korea	주관의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설문에	도전하여	임직원	신뢰도,	인사	및	복지	제도,	
인재관리의	정책	등의	객관적인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외국계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직원은	물론	고객	여러분과	도와주신	주변의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	지	조급
하기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꾸준히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록	자주	찾아	뵙진	못해도		묵묵히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고목처럼	언제나	한결같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청양	띠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Greetings	from	the	CEO

2014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김이섭	대표이사

3



challenge

그룹의	경영	성과	발표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년	대비	7%	이상	성장했음을	발표

인수합병으로	진출	시장	확대

지난	5월	6일,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스위스	라마다	바젤	호텔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2013년	경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그룹
의	회계연도	매출은	18억	유로	(한화	약	2조5,200억)로	전년대비	7%	이상	성장하였고,	순이익은	1억	8,700만	유로	(한화	약	2,618억)를	달성하
였습니다.	전체	임직원	숫자의	경우,	2013년	말을	기준으로	1,853명이	추가되어	총	11,919명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해	약	1억	3,000만	유로	(한
화	약	1,820억)를	투자하여	세계	곳곳에	생산	공장과	영업	지사를	추가	개설	및	증설함으로써	고객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의	매출	성장률	중	약	2%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것입
니다.	지난	해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분석기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	강화를	위해	미국의	가스	분석기	업체인	SpectraSensors와	광
학	분석기기	업체인	Kaiser	Optical	Systems을	성공적으로	인수하
였으며,	연구실	사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줄	실
험실	분석	장비	업체인	Analytik	Jena의	대다수	지분	또한	인수하
였습니다.	

현재	그룹은	소유하고	있는	Analytik	Jena의	지분	50%	외에	지난	
10월	27%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였습니다.	그룹의	최종	목표는	
SpectraSensors나	Kaiser	Optical	Systems처럼	Analytik	Jena를	인
수합병함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세계적인	분석기기	
업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최고재무책임자인	
루크	슐타이스	(Dr.	Luc	Schultheiss)	박사는	“여러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엔드레스하우저의	자기자본	비율은	해당	산업에서	무
척	놀라운	숫자이다.”라며	엔드레스하우저의	견고한	재정	기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라마다	바젤	호텔	&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

이번	경영성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유럽에서	강세를	보
이고	있는	독일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어려웠던	한	
해를	극복하고	다시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브라질
이	상파울루의	이타티바(Itatiba)	지역에	신설된	유량계,	레벨계	및	압
력계	생산공장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도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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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236개의 특허 신청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매년	지난	한	해	동안	특허	출
원	및	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초대하여	“발
명가들의	회의(Innovator’s	Meeting)”를	개최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공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	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개최된	회
의에는	신기술에	기여한	365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
였으며,	특허	신청된	236건의	발명을	기념하였습니
다.	이	중에서도	총	7개의	혁신	제품들이	상을	수여받
았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엔드레스하우저	
임직원은	약	800명	이상이며,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매년	약	500만	유로	(한화	70억)	이상을	지적재산권
의	보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그룹에
서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및	특허	출원은	5,700
건에	해당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분석기	생산	공장인	Endress+Hauser	Conducta
가	독일에서	‘최고의	직장’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ndress+Hauser	
Conducta는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중소기업회담에서	임직원들
이	다니기	좋은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Top	Job’을	
수상하였습니다.	

약	7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Endress+Hauser	Con-
ducta의	대표이사인	만프레드	자길라	박사	(Dr.	Manfred	Jagiella)	
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되어	무척	기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ndress+Hauser	Conducta는	5년째	
같은	상을	수상해오며	독일	내에서	좋은	직장으로	굳건히	자리매
김하고	있습니다.

2014년	Top	Job	수상

독일의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
2014년	유럽의	혁신기술상	수상

글로벌	기술선도	기업으로	인정

지난	7월	1일,	엔드레스하우저는	유럽	내	최대	응용과학기술연구
기관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e)	주최로	
열린	“유럽	벤치마킹	연구	컨퍼런스”에서	기술혁신의	성공적인	접
근과	컨셉화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독일의	4대	국가연구소	중	하나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선도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
펠,	아우디,	BMW,	로슈와	보쉬	등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들과	협력
하여	207개의	기업에	대한	상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엔드레스하우저는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기술을	조기	단계에
서부터	컨셉화시키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엔드레
스하우저는	이번	유럽의	혁신기술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조명	
기업	오스람,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유명한	3M	등과	어깨를	나란
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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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확장하는	네트워크
지난	1년간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유로	(한화	약	1,820억)를	투자하여	건물,	공장,	시설	등을	증설하
였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이	생산	공장	및	영업	조직을	강화해	온	곳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외에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동	지역,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역시	올해	부산	지사와	여수	지사를	확장이전
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 고객 체험 공간  
인디애나주의	그린우드	지역에	약	16만	달
러	(한화	약	1억	9천	200만)을	투자하여	그
룹	내	가장	큰	규모의	Process	Training	Unit	
(PTU)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엔드레스하
우저가	전략적으로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로
크웰	오토메이션의	PlantPAx	system과	연계
된	120개	이상의	측정	포인트로	이루어진	교
육	공간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합니다.

남미 시장 강화 
엔드레스하우저는	남비	시장의	전략
적	위치	강화를	위해	브라질	이타티바
에	4,300	제곱	미터	공간의	유량계,	레
벨계,	압력계	생산공장을	신축하였습
니다.	이	공장은	브라질의	가장	큰	물
류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
고	있으며,	약	800만	유로(한화	약	112
억)의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신축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새로운	영업지사	설립
을	위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800만	유로	 
(한화	약	112억)를	투자하여	4,000	제곱	미
터	크기의	빌딩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신식 건물 
말부르그에	있는	레벨계	및	압력계	공장을	확장하였으며,	R&D	빌
딩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였습니다.	또한,	600만	유로	(한화	약	
84억)를	투자하여	사내연수	및	교육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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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본사의 지속적인 확장 
스위스	라이나흐	지역에	추가적으로	10,700	제곱	미터
의	공간을	확보하여	유량계	공장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신축	공간에는	확장된	생산	공장은	물론,	임직원들을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과	대강당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성장동력 및 지속적 확장
엔드레스하우저는	수처리	산업을	주	성
장동력으로	중국	동쪽에	있는	쑤저우지
역에	유량계	생산	공장을	확장하였습니
다.	쑤저우의	유량계	공장은	총	18,000	
제곱미터	크기의	공장으로	탈바꿈하였
으며,	전자식	유량계의	주	구성품인	측
정관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건물 신축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프	인근	
샤알람	지역에	새롭게	3층짜리	빌
딩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400만	유
로	(한화	약	56억)를	투자한	이	빌
딩은	완공시	약	2,880	제곱	미터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의 힘찬 새 출발
이탈리아	밀란	인근의	세르누스코	술	
나비글리오	지역에	새로운	영업지사	
설립을	위해	약	5,700	제곱	미터	크기
의	빌딩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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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EI (Zentralverband 
Elektrotechnik- und 

Elektronikindustrie e.V)

•	독일	전기전자산업의	경제	및	기
술	정책	등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국제산업	단체
•	1,600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150만명의	일자리	창
출에	기여

challenge

지난	6월	25일,	뮌헨에서	열린	독일전기전자
협회	(ZVEI)	회의에서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의	최고운영책임자인	마이클	지젬머(Michael	
Ziesemer)씨가	협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이클	지즘머씨는	“에너지	효율과	인터넷	
혁명은	우리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비
즈니스	모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독일	기업은	물론	유
럽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간	대
화를	촉진시키고	기술	발굴에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전기전자	산업에	기여하기	위한	엔드레스하우저의	노력	이어져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	독일전기전자협회의	회장직으로	임명

1,600여	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ZVEI
는	매년	독일의	전기전자	산업을	전망하고	
유럽의	최신	기술동향을	발표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제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물
론	해외투자유치를	결정하는	등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의	산업단체
입니다.	최근에도	ZVEI	협회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이	유럽의	스마트
홈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가치
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년간	ZVEI	협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
해	온	지젬머씨는	신임	협회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현재	독일의	전기전자	산업은	혁
신과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ZVEI	협회장의	역할이	무척	즐거울	것
으로	기대된다.	ZVEI는	독일	전체	제조	산업
의	약	10%를	대표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
리	창출	등에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협회	내	엔드레스하우저와	직
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ABB나	지멘
스	등의	대기업도	있지만	ZVEI는	다양한	기
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반	성장을	위해
서	협업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경쟁

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요소이다.	
ZVEI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
며	향후	독일	전기전자	산업의	청사진을	제
시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영업	및	마
케팅	총책임자인	니콜라스	크루거(Niko-
laus	Krüger)씨가	ZVEI의	임원진으로	임명
되었으며,	현재	두	명의	엔드레스하우저	임
원진들이	ZVEI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독
일의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책임운영자	마이클	지젬머	(Michael	Ziesemer)

지난	6월과	7월,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다수의	임원진들과	대리점	사장단이	참석
한	가운데	부산	및	여수지사	이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지사는	서부산유통단
지	내	소재한	신규사무실로,	여수지사는	죽림개발지구로	확장이전하여	고객에	한
발	더	다가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좋은	
직장의	조건	1위인	기업	근무환경에	발맞춰	‘2013	부산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빌딩
으로	이전하는	등	과감한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서울	본사	및	다양한	국내
외	고객들의	접근성을	한층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이전식을	통해	김이
섭	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부산	및	여수	지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및	여수지사	이전식	개최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부산	및	여수지사	확장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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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외국계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김이섭	대표이사

김이섭	대표이사와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임원진	외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11월	19일,	GWP코리아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	부문	대
상을	수상했습니다.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이번	시
상식은	국내외	주요인사,	수상기업	경영진,	그리고	언론사	취재진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권위지인	Fortune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GPTW	(Great	
Place	To	Work)의	한국	법인인	GWP	코리아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
는	평가를	통하여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이번	심사	결과에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
는	인사정책과	열정적인	기업문화,	그리고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1997년	창립이래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으며,	직급별	역량	교육과	맞춤형	외부교육
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프로그램으로	산업자동화	전문가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과	OJT	교
육은	물론,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제품	및	기술관련	온라인	프로
그램	수료	등을	통해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올	한	해에
도	8명의	신입사원들이	약	3주간	유럽에	소재한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교육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
고	왔습니다.

또한,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임직원들과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해	매년	체육대회,	워크샵,	분기별	전직원	회의	등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우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과감
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본사를	여의도	신사옥
으로	확장	이전함에	이어,	지난	여름	사업성장에	따라	부산	및	여수
지사	또한	더	좋은	근무환경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이	밖에	한
국엔드레스하우저는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를	위해	샌
드위치	근무일	휴무,	사내	동호회	운영,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보
험	가입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고	개인	및	회사	성과
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
고	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김이섭	대표이사는	금번	대상	수상을	통하여	
임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엔드레스하우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기
업들은	공공기업	부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금융부문에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
사람	중심의	인사정책	및	다양한	복지제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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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텐도르프	그룹	회장	방한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회장 약력 

•	현엔드레스하우저	그룹	회장	
•	레벨계	생산공장	(Maulburg)	대표이사	
•	스위스	유량계	생산공장	(Flowtec)의	영업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부	총괄
•	스위스	바젤	대학	경영학	학사	,	물리학	및	경제학	석사	
•	런던	경영	대학,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원,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	취득

“엔드레스하우저는	사람이	중요한	회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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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새 수장,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가족경영	기업인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올해	1월,	처음으로	엔드
레스하우저	가문이	아닌	외부에서	신임	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새
롭게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을	이끌어갈	주인공은	1991년에	엔드레
스하우저	그룹에	입사하여	20년이	넘게	R&D,	마케팅,	영업에서	다
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공정	자동화	산업의	베테랑,	마티아스	알
텐도르프	(Matthias	Altendorf)씨입니다.

연초	취임	인터뷰에서	알텐도르프	회장은	“우리의	사람중심적인	기
업	문화는	가족경영	기업에서	시작되고	유지되어	왔다”고	밝히며	“
물론	나는	이전	회장인	클라우스	엔드레스	(Klaus	Endress)씨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커리어를	쌓아	왔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식이
나	리더쉽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가장	큰	장점인	회사의	가치와	방향성은	여전히	변함	없을	것”	이라
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 해, 알텐도르프 회장 방한

지난	10월	13일,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회장은	취임	첫해	많은	일정
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한	첫날,	알텐도르프	회장
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영진으로	부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고객의	필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공략	방안에	대해	함
께	협의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쉐라톤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	본사	및	지사	전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최고경영진의	거리가	무색할	만큼	친근한	
미소와	웃음으로	직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숫자가	아닌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해왔으
며,	숫자는	좋은	비즈니스의	결과물에	불가하다.”	라는	메세지로	발
표를	시작한	알텐도르프	회장은	이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신임	회장으로서	비즈니스	철학
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Q	15년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텐도르프 회장: 새로운	공항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공
항이.	(웃음)	그리고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모습도	15년	전

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다.	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사	중	하나인만큼,	회사와	임직원	모두	훨씬	더	전문적이
고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17
살된	아들이	있는데	독일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며	자랐
다.	또,	김을	좋아하고	워크래프트를	통해	한국	프로게이머를	동경
하는	열렬한	팬이다.	이러한	아들의	열정으로	내게	한국은	조금	더	
특별해졌다.

Q	약	9년	동안	독일에	위치한	레벨계	및	압력계	생산공장인	
Endress+Hauser	Maulburg의	대표를	맡다가	그룹의	신임	회
장이	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텐도르프 회장: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즉각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약	2,000명이	근무하는	큰	공장에서는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긴급하게	들고와서	소방수
처럼	촉각을	다투며	불을	꺼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
계	유능한	경영진들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해결해주고	있
기	때문에	전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회장으로서	엔
드레스하우저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일들이	현저히	많아졌다.	티비	
프로그램이나	기자	간담회,	정치인들과의	만찬,	그리고	이렇게	세계	
각	국에	있는	지사들을	방문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늘어났다.	하
지만,	이런	기회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그룹의	새로운	수장인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회장의	방한을	기념하며
‘최고경영책임자와의	포럼’	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회장은	취임	첫	해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그간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임직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	경
제의	발전상	및	잠재력에	공감하며	그룹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임직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있는	알텐도르프	회장전	임직원과	함께	진행된	최고경영책임자와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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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들	뿐	(You	can	harvest	only	things	that	are	planted	by	generation	
before)’	이라는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온전히	자라기까지는	약	
36년	정도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더라도	내가	심은	것들	중에서	내가	당장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가	가꾼	숲의	혜택은	후대에	이어질	것이며,	
이런	숲의	원칙은	삶과	경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래서	내가	재임	중에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가올	미래의	고
객과	회사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실행
하려	노력한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신임회장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왼)와	한국엔드레스하우저	대표이사	김이섭	(오)

Q	평상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취미	생활이	있다면?
 

알텐도르프 회장: 나는	체스를	좋아하고	70년대	락을	즐기며	
오토바이를	좋아한다.	나는	3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80년대의	카와사키	오토바이이다.	또,	나는	최신형	
오토바이보다는	3~4년에	걸쳐	유니크한	오토바이를	새롭게	개조하
는	것을	좋아한다.	그	외에도	나는	나무와	자연을	좋아해서	현재	약	
700	헥타르의	숲을	소유하고	있다.	숲을	가꾸는	데에는	한가지	원칙
이	있는데,	‘내가	벨	수	있는	나무는	오로지	나의	전	세대가	심은	나

되돌아보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2014년	주요	일정

2014년	1월	1일	:	새해	다짐과	함께	힘찬	등반
지사를	포함한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모두	모여	청계산을	함께	등반
하며	힘찬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일	:	1분기	전직원	회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매너	및	이미지	메이킹	강연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습
니다.

2014년	2월	20일~21일	:	공식	대리점	회의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공식	대리점	사장단과	함께	그룹의	신제품	
공유	및	유기적인	연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4월	3일	:	2분기	전직원회의
SIL관련	교육	및	중요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직원
의	‘고스트’	뮤지컬	관람으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2014년	4월	7일	-	11일	:	하노버산업	전시회	참관
VIP	고객과	함께	세계	최대	산업전시회인	독일	하노버산업	전시회
를	참관하여	엔드레스하우저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
습니다.

2014년	5월	30일	:	제	6회	한마음	체육대회
사무실에서	벗어나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엔드레스하우저
만의	즐거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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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각국에	있는	지사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나라를	경험
해보았을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알텐도르프 회장: 여러분들	앞에서	대답하기	무척	어려운	것	
같다.	(웃음)	나는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모든	국가를	방문해보았다.	개인적
으로	숲이	좋아서인지	호주가	인상깊었다.	호주는	독일의	3배	정도	
크기이지만,	사람이	거의	없다.	머리가	복잡할	때,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게	자연이다.	한국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의	열정
적인	모습이	무척	인상	깊다.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다른	패턴,	다른	
색깔의	정장을	입고	있다.	정장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도	획일화되지	
않고	각자의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만의	열정과	완벽주의
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Q	다가오는	2015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텐도르프 회장: 실제로	그룹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2015년
의	슬로건은	‘Focus	o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이다.	혹

시	협력(cooperation)과	협동(collaboration)의	차이를	아는가?	협력
은	당신과	내가	함께하여	보다	쉽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협동은	
혼자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여	성취해내는	것이
다.	우리는	전	세계에	12,000명	이상의	임직원들과	근무하고	있으
며,	생산공장	(Product	Center)와	영업지사	(Sales	Center)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과	협동은	필수적이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내	최고경영자	회의	(Groupcon	:	CEO	meeting)
가	2013년에는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항	
벽면에,	“빨리	가고자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같이	가야한
다	(If	you	want	to	go	fast,	you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you	
go	together)”라는	명언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말에	무척	공감하며,	
그	공항	사진은	아직도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

Q	임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알텐도르프 회장: 예전에	제록스의	최고경영책임자인	우르
술라	번스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스스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인상깊은	분이었는데,	대화	중	기억에	남는	말은	“회사에	어
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고객에게	물어보라.	(The	customers	
tell	you	what’s	wrong	with	your	company)”였다.	우리는	매년	혹은	격
년으로	각	국가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점검	및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고
객이	엔드레스하우저를	떠올렸을	때	최고의	기업을	연상했으면	좋
겠다.	

또한,	우리는	공정자동화	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프로세스	(Process)나	제품	(Product)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People)이다.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근속년수가	늘어날	수록	그	사람의	전문성은	깊
어진다.	이런	사람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다.	게다가	엔드레스하우
저는	가족경영기업이다.	우리는	임직원	한명	한명	뿐만	아니라	그들
의	가족	또한	무척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나	또한	가족
을	무척	중요시	여기며,	가정이	평안해야	비즈니스	또한	잘	될	수	있
음을	실감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그렇게	노력해도	일년에	
100일은	출장으로	항상	비행기를	타고	있다.	(웃음)	하지만	노력하
는	것은	중요하며,	이런	문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을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가족경
영	기업으로서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가족의	중요
성을	잊지	말아야한다.	

2014년	7월	2일	-	4일	:	전직원	여름워크샵
강원도	솔비치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회사에	대한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7월	17일	:	가족의	날
초복을	맞아	전직원	닭백숙	점심식사	후,	일찍	퇴근하는	가족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8일-29일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채용박
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사이트	뉴스룸을	방문해주세요.	
www.kr.endress.com/newsroom

2014년	10월	14일	:	3분기	전직원	회의
Safety	&	Risk에	대해	강조하는	회의가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8월	26일~29일	:	직급별	역량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층별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팀빌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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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서산수골프앤리조트에서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	고객들을	위한	세미
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에	적용	가능한	가스	분석기와	탱크게이징,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	등을	포함한	산업	맞춤형	솔루션을	대거	선보임으로써	고객과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TDL	(Tunable	Diode	Laser)	방식의	가스	분석기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해	그룹이	인수한	SpectraSen-
sors에	대한	회사	소개와	함께	6,500대	이상의	설치	레퍼런스가	있는	TDL	
측정	방식의	가스	분석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Sherman	Tng씨는	“SpectraSensors는	지난	1999년	미국에서	화성	착륙선	프
로젝트를	담당했었던	NASA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를	비롯해	천연가스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빛의	흡수에	따른	정확한	가스	농도	측정	원리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초정밀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
  
이어	기존의	비연속식	직접	측정	방식을	탈피해	간접	측정	방식을	이용한	초
정밀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배
관으로	설계되어	어떠한	장애요건에도	정밀한	유량	측정이	가능한	Promass	
83E/F는	콤팩트한	디자인,	좌우측	대칭	센서의	위상차를	통한	연속적	질량	
측정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
았습니다.	

편리한	현장	교정	서비스
  
이	외에도	레벨계,	온도계,	탱크게이징	등	다양한	제품	군에	대한	소개가	이어
졌으며,	정확한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정	서비스에	대한	발
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내년	1월	KOLAS	
인증을	취득한	후	고객에게	신뢰성	높은	현장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정	서비스는	고객	사이트에서	1~2시간	내에	정확한	
교정과	함께	교정성적서	발행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엔드레스하우저는	모바일	캘리브레이션	외에도	일산에	유량계	및	온도	센서
와	압력계까지	교정할	수	있는	교정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	고객	세미나	개최
가스	분석기와	탱크	게이징,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	등을	포함한	산업	맞춤형	솔루션	대거	선보여

세미나에서 소개된 탱크게이징 제품

Tank side monitor 
NRF590: 탱크	위	계측장비에	
본질안전	전원을	공급,	다양한	
디지털	통신	프로토콜	호환의	
사이드	모니터

Prothermo NMT539 : 멀티	
포인트	온도	측정	및	API	기준
을	따르는	평균	온도계

Proservo NMS5:  높은	정확
도의	액체	레벨,	인터페이스	및	
밀도	측정기

Tankvision Tank Scanner 
NXA820 : 상거래	인증	NMI/
PTB	보유,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웹서버를	통해	시각화	가
능한	탱크	스캐너

Micropilot S FMR540 : 국
제/	국내	방폭	인증,	상거래	인
증,	24V	본질	안전	구현이	가능
한	레이다	레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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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기반의 가스 분석기

엔드레스하우저의	신규	시장	개척
엔드레스하우저는	SpectraSensors를	인수합병하면서	가스분석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의	남서부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재해는	당시	
모든	신문의	첫	면을	장식했습니다.	8월	19일,	뉴멕시코	근처를	
지나는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한
시간이	넘게	타오른	불길	속에서	자그마치	12명의	인명	피해가	있
었습니다.	파이프	라인의	파열은	내부	부식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는	사전점검	및	정확한	측정을	통해	피해갈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습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및	산소는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	내부의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있
는	파이프	라인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
다.	SpectraSensors는	파이프	라인을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감
지하는	레이저	기반의	가스	분석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
다.	레이저	기반의	흡광	기술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써	정확한	
측정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SpectraSensors	분석기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스트림을	분석할	수	
있으며,	비접촉	방식의	디자인과	매우	섬세한	특정	파장으로	인
해	센서가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레이저	기술
은	추가적인	재교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매우	효율적
입니다.	

SpectraSensors의	대표이사인	조지	발로	(George	Balogh)는	“레
이저	분광법을	실제로	전기화학적	또는	정전용량성	프로브에	비
해	뛰어난	장점들이	많으며,	이는	향후	기존의	기술들을	대체할	
만한	좋은	이유이다”라며,	“SpectraSensors의	가스	분석기는	현재	
6,500개	이상의	천연	가스	생산,	운송,	저장	및	처리,	정유	및	올
레핀	플랜트와	대기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등의	공정에	설치되
어	있다.	이	기기들은	수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산소,	암모니
아	및	다른	파라미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	뛰어난	기기들이다.”라
고	밝혔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분석	기술	분야에
서	위치를	강화하고,	특히	전략	산업	중	하나인	석유	및	가스	산업	
고객을	위해	더	나은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SpectraSensors는	미국의	휴스턴과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
아에	약	90명	이상의	임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인수합병	후에
도	SpectraSensors	그룹은	별도의	인사이동	없이	엔드레스하우저	
그룹과	유기적인	협업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6,500대	이상의	설치	레퍼런스가	있는	높은	정확도의	가스	분석기

어둠 속의 빛 :	SpectraSensors의	분석기는	가스를	투과
하는	레이저	빔을	통해	전송되는	흡광의	물리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Tunable	Diode	Laser	(TDL)	방
식의	측정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정한	방
사된	빛의	주파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정밀 측정 : 각	분자	요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	
반사된	스펙트럼에서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의	최고점은	수분(H20)
를	나타내며,	오른쪽	마크의	세번째	피크는	천연	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CH4)를	나타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가스분석기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12년	6월에	미국	휴스턴의	SpectraSensors를	인수합병하였으며,	
인수합병	이후에도	독립적인	브랜드를	유지하며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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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are	better	than	four!

엔드레스하우저의	2선식	계측기기는	쉽고	간단하며	높
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선식	기술	(Two-wire	technology)

엔드레스하우저는	2선식	레벨	및	유량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전	세
계	다양한	시장의	고객들에게	2선식	코리올리	기술에	대한	제품	정
보	및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그룹의	유량계	총
괄	책임자인	라이너	크래프트	(Rainer	Kraft)씨는	“점점	더	많은	고
객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고,	쉽고	간단하면서	
안전한	글로벌	표준	계측기기를	원하고	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새로운	기능은	물론,	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코리올리	기술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엔드레스하우저의	2선식	계측기기는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전원공급과	신호전송라인이	같은	라인으로	간단한	배선으로	설치
가	가능하며,	기존의	4선식	계측기기보다	케이블	설치공사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을	현저히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한,	화학산업에서	요구되는	제반	표준규격인	NAMUR	조건에	
부합하며,	본질안전인증	구조로	설계되어	폭발	위험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플랫폼으로	호환	가능한	모듈	제공

엔드레스하우저의	2선식	계기는	통일된	2선식	플랫폼으로	개발되
었습니다.	24가지	이상	종류의	유량계와	레벨계는	트랜스미터	하
우징,	I/O	board,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을	동일한	모듈로	적용
하며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까지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엔드레스하우저의	2선식	계측기기는	모두	ATEX,	CSA,	
FM,	IEC	Ex,	KCs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표준	SIL	IEC	61508	안전	요
구	기준에	따라	개발되어	고객들에게	높은	공정	안전	수준을	제공
합니다.	

2선식	코리올리	유량계	Promass	F

•	Max.	measured	error	:	±0.1	%	o.r.
•	Process	temperature	:	–50	to	+200	°C	
•	Nominal	diameters	:	DN8	to	50	(3/8	to	2”)
•	Material	(measuring	tube)	:	1.4539/904L	or	Alloy		
	 2.4602/N	06022
•	Degree	of	protection	:	
	 IP66	and	IP67	(Type	4X		 	 	  
	 enclosure)
•	Process	connections	:		 	  
	 Flanges	(EN,	ASME,	JIS),		 	
	 VCO	connections,	tri-	
	 clamp,	threaded	con-
	 nections,	flat	fl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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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FMP55
정전용량식	방식과	유도레이다	방식의	장점만을	결합한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레벨	측정계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전체	수위	측정과	비교하여,	인터페이스	레벨을	측정하는	기술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런	이유로	인해	현장에는	많은	수의	신뢰도	낮고	안정적이지	못한	인터페이스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드레스하우저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측정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한	혁신적인	
레벨계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	측정	기술
 
두	유체의	경계면,	즉	인터페이스의	레벨을	측정하는	
기술은	일반적인	레벨	측정	대비	많은	어려움이	있습
니다.	유체의	인터페이스	측정	기술로는	정전용량식	
(capacitance)와	유도레이다	(TDR)	방식,	그리고	감마	
방식이	있는데,	이	기술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점과	단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용량식의	장점은	에멀젼	층이나	rag	층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체	수위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
며,	유체	인입	등의	이유로	전체	레벨에	변화가	있는	경
우에는	인터페이스	레벨	변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습니다.		

유도레이다	방식의	경우,	하나의	측정	기기로	전체	레
벨과	인터페이스	레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부	유체의	DK값(비유전상수),	
하부	유체의	DK값,	그리고	에멀젼	층의	두께에	대한	제
약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상부에	위치
한	유체의	DK값은	10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부	유체	표면에서	많은	에너지가	반사되어	인터페이
스	측정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하부	유체	표면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되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감마	방식은	가장	정밀도	높은	측정이	가능하나,	비용
이	높고		사용을	위해	반드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
는	제약이	있으며,	큰	직경의	탱크에는	감마	소스를	탱
크	내에	넣지	않는	한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
다.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레벨	측정계

엔드레스하우저는	인터페이스	레벨	측정에	있어	이런	
장단점을	인식하고,	혁신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전용량식과	유도레이다	방식의	장점을	결

합한	멀티파라미터	트랜스미터	FMP55를	개발했습니
다.	FMP55는	하나의	센서로	정전용량식	및	유도레이
다	방식을	모두	측정	할	수	있으며,	이는	에멀젼층이나	
rag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터페이스	및	전체	레벨을	
측정	가능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FMP55는	Multi-echo	tracking	알고리즘을	
이용해	측정	신뢰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각	계기	
별로	최대	20개의	반사파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수
위가	갑자기	크게	변화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측정을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FMP55는	주	하우징에	내장되
어	있는	HistoROM으로	계기의	모든	설
정	파라미터들을	보관할	수	있으며,	기
판	교체시에도	새	기판에	기존의	설정
들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시운
전	시간의	단축에	기여합니다.	또
한,	측정	레벨,	인터페이스	레벨,	상
부	유체의	레벨	모두	4-20mA	전류	
출력	또는	HART,	Profibus	PA	및	
Foundation	Fieldbus	등	디지털
출력을	지원하며,	신호	크기,	
계산된	DK값,	정전용량값	등의	
다양한	진단값	또한	다양한	출력
방식에	할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www.kr.endress.com/
FM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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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향상,	안정성	확보,	비용절감
기존의	Capillary와	Impulse	line의	문제를	해결한	전자식	차압레벨계		
Deltabar	FMD71	&	72

엔드레스하우저의	Deltabar	FMD	71/72은	차압
을	이용함으로써	외부	온도와	주위환경의	영향
을	받지	않으면서	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
된	최신식	차압	레벨	측정기기입니다.	

기존	차압식	레벨계의	문제점

가압	탱크	및	진공	탱크에	들어있는	액체의	수
위,	부피,	질량	등은	일반적으로	차압으로	측정
됩니다.	하지만	Impulse라인이나	오일로	채워진	
Capillaries의	흔한	문제점은	온도,	막힘	및	착빙	
현상,	누수,	응측수	등으로	인해	측정값이	정확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Capillary와	Impulse	타입	모두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
다.	Capillary	타입은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튜브	
내의	오일	상태	변화로	인해	정확도가	낮고,	응
답	시간이	길어지며,	Impulse	타입은	동결이나	
막힘	현상	등이	우려됩니다.	그	밖에도	Capillary	
타입은	추가적인	단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대되고	설치작업의	인건비가	높아집
니다.	Impulse	타입도	마찬가지로	배관	
이음매	부분의	노후화와	누설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추가	부품	비용	및	높은	인건비를	감안해
야	합니다.	

문제	해결사	FMD	71	&	72

엔드레스하우저의	새로운	전자	차압식	시스템
은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줍니다.	
우선	ceramic	cell	ceraphire를	사용한	FMD	71의	
경우에는	압력	전달	오일이	없는	dry	cell이므로	
진공에	적합하며,	침식과	부식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membrane이	파손되었을	경우	
자가진단	기능이	있으며,	식음료	제조공정에	적
합한	내부	응축수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확
한	측정값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정제
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Metal	silicon	cell을	사용한	FMD	72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단면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팀
측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급격한	온도변화에
도	적합하여	정확한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또한,	

식음료	제조에	적합한	최소의	프로세스	사이즈
이기	때문에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엔지니어들
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www.kr.endress.com/FMD71

1

단순하고	정밀한	측정 전자식	차압	측
정	시스템은	압력	센서의	최신	기술과	관
련된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해당	제품
은	두	개의	센서	모듈	 1 	과	트랜스미터	 2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용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디자인과	센서를	최대	
45미터의	높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송신
기는	압력차를	측정하고,	공정	제어	시스
템으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자
식	차압	측정	시스템은	레벨,	부피,	질량	
측정에	적합하며	특히	액체	및	페이스트	
유량	측정과	고점도의	레벨측정,	상압	및	
가압에서의	결정화	매체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세라믹	
멤브레인을	갖추고	있는	
엔드레스하우저의	
Deltabar	FMD71은	진공	
측정에	있어서	기술적으
로	탁월한	제품이며,	
FMD72는	측정에	있어	완
전	용접	및	밀봉된	금속	멤
브레인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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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에서의	고정밀	암모늄	측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처리장의	
유입수에서	질소	부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반응하거나,	폭기공정에
서의	미세	조정과	방류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새로운	엔드레스
하우저의	Liquiline	기반의	CA80AM을	통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CA80AM은	온라인	장비로	빠른	측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실험실	장
비와	같은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Liquiline	시스템과	연동되
는	독자적	Memosens	기술	덕분에	시료	전처리	시스템을	마치	pH,	용
존산소,	탁도센서들처럼	Plug&Play	방식으로	손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시약	소모량과	유지보수를	위한	툴이	따
로	필요	없어	공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합
니다.	디지털센서	기술의	Liquiline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색	분석기	및	시료	전처리	시스템
에서	높은	정밀도와	사용자	친화적인	암모늄	
측정	기술을	경험해보세요!	

www.kr.endress.com/CA80AM

Wireless	HART는	국제표준규격	IEC62691을	기준으로	HART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에	발	맞춰	
Wireless	HART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엔드레스하우저	제품뿐만
이	아니라	타사의	HART또는	4-20mA	Device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원거리에	있거나	케이블설치가	어려운	프로세스에도	빠르고	간단하
게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중인	Hart	또는	4-20mA	제품에도	쉽
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유선통신을	무선통신으로	전환하는	SWA70(송신기)는	IP66을	
획득하였으며,	본질안전,	분진방폭	제품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국내	방폭인증,	전파인증을	또한	획득하였습니다.	

SWG70(수신기)는	최대	250개의	디바이스로부터의	신호를	받
을	수	있으며,	무선신호를	수신기로부터	받아	출력신호를	다양
한	프로토콜로	전송가능합니다.	(HART,	Modbus,	OPC	지
원)		

www.kr.endress.com/wirelessHART

깨끗하고	안전한	공정관리를	위해

암모늄	측정의	최적	솔루션	CA80AM

앞서나가는	무선	기술

WirelessHART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

19



challenge

고객	맞춤형	현장	교정	서비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동식	유량계	교정	장비로	고객으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성있는	
고품질의	캘리브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이동식	유량계	교정	장비

중요공정에	설치된	계측기기에	고장으로	인한	생산품질	저하	또는	작업자에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정과	유효
성	검사가	필요	합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서는	이러한	공정에	설치된	유량계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교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식	유량계	교정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이동하여	유량계를	교정하는	현장	유량계	교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	유량	교정	서
비스는	유량계를	교정센터로	배송하여	교정하는	것	대비	시간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유량계의	이동에	따른	파손	염려가	적으며,	교정완
료	후	현장에서	직접	성적서를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서비스팀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교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일
산에	교정센터를	구축하여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현장 교정 서비스의 장점

•	이동식	유량계	교정장비로	높은	정확도(±	0.11%)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
•	One-Stop	교정	서비스를	제공	
			(현장	교정,	성적서	발행,	유량계	점검)
•	유량계	이동에	따른	파손위험이	감소
•	교정	시간이	단축되어	효율적	공장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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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	서비스팀은	고객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200명이	넘는	서비스	전문가들이	
프로세스	지식과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명확한	절차를	통해	고객	만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서비스팀은	설립	이래	비
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13명의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프로세스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HART	&	Foundation	Fieldbus	Communication	Field	
Xpert	SFX350/370은	넓은	터치스크린을	장착하여	휴대성과	편의성
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한,	Bluetooth®를	이용하여	HART	5/6/7과	
WirelessHART는	물론,	Foundation	Fieldbus	현장기기에	연결하여	쉽
고	간편하게	셋팅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하드웨어,	넓은	터치스크린	화면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워	휴대가	편리하면서도,	3.5인
치의	커다란	화면으로	셋팅	파라미터	값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정
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퍼포먼스

Window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용	PDA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
어	이메일로	보내거나	컴퓨터에	저장,	프린트가	가능하며	스캐너	및	
2D	imager	기능으로	바코드,	QR	코드가	모두	인식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와이파이,	WWAN에	접속이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
스도	설치가	가능한	휴대용	스마트	통신기기입니다.	

방수,	방진	기능

Field	Xpert	SFX350과	Field	Xpert	SFX370은	방수와	방진에	강하도록	
각각	IP	67등급과	65등급으로	제작되어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웹서버를	통한	쉽고	빠른	업데이트
 
웹서버에	연결하여	쉽고	빠르게	추가	Device	DD	file의	업데이트가	가
능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서비스	

개선된	플랜트	운영	및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서비스
긴급한	상황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엔드레스하우저의	진단	및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세요.	
•		Tel	:	02	3660	0366
•		Email	:	techservice@rok.endress.com

일반 서비스
현장	및	실험실	캘리브레이션,	시운전,	유
지보수,	SIL을	위한	proof-test,	교육	및	세
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최적화 서비스
Install-base	audit,	calibration	management,	
W@M,	CompuCal	등에	조언이	필요하시다
면	엔드레스하우저의	프로세스	최적화	서비
스를	요청하여	주세요.	적합한	솔루션을	제
안드립니다.

HART	&	Foundation	Fieldbus	Handheld	communicator
쉽고	편리한	시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바일	플랜트	자산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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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신규	웹사이트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엔드레스하우저	46여개국의	웹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노하우 엔드레
스하우저	제품이	다양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있는지	전	세계
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찾기 쉬운 제품 정보 홈페이
지	상단의	메뉴가	보기	쉬워졌으
며,	제품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필
터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산업,	인
증서	등으로	세분화된	검색이	가
능합니다.

제품 기사 한국시장에	특화되
어있는	제품	및	신기술	위주로	다
양한	기사가	국문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해당	기사를	클릭하
면	관련	제품들이	오른쪽에	보여
집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웹사이트
www.kr.end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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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전시회 일정 서울	내	전시회장도	여러개,	지
방에도	여러개...	이번	달	전시회만큼은	미리미리	알
고	싶으시다면	‘세미나와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다
음달	자동화	산업	관련	전국	전시회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을 위한 서울 소개 외국인과의	미팅	후,	서
울	음식점이나	호텔,	관광지에	대해	물어온다면?	매
번	해당	정보를	작문해야하는	번거로움에	부딪히셨
다면	‘Enjoy	Seoul’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세요.	서울의	
다양한	호텔	위치	및	정보,	그리고	외국인이	좋아하
는	기념품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활발한 사내 동호회 이번	주말엔	뭘	해야지?	어떤	
영화가	평점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회사
문화’	카테고리.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는	영화,	콘
서트,	골프,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동호회가	있습니
다.	하지만	진부한	후기는	이제	그만!	동호회원들의	
짧고	굵은	한줄평을	확인해보세요.	파워블로그	못지	
않은	사진은	덤!

해외 출장 준비 해외로	출장	가거나,	급하게	잡힌	
휴가에	맞춰	비행기를	끊었다면	‘자기계발’	카테고리
가	적격!	유럽	출장은	물론이고	싱가폴	등	다양한	나
라로	출장	다녀온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임직원들의	
필수	여행	기념품	리스트,	음식점,	호텔,	날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임원들의	캉캉댄스	(사진	중앙	분홍색	가발	:	김이섭	대표이사)

기업	블로그에	빠지다

기업	SNS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엔드레스하우저	블로그만의	
특별함을	발견해보세요!

검색툴 쉽게	원하는	검색
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페이
지를	찾을	수	있으며,	입력하
는	동안	연관	검색어들이	나
타납니다.

즐겨찾기 엔드레스하우저
의	Applicator(제품	선택	및	
사이즈	측정)	프로그램에	접
속	가능하며,	그	외에도	사용
중인	제품의	시리얼	번호만
으로	후속제품	및	Spare	part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로	연
결됩니다.

성공사례 엔드레스하우저
의	노하우가	담긴	어플리케
이션	성공	사례	외에도	고객
들이	직접	말하는	제품의	장
점과	추천사항	등이	공유되
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현장	교정	서비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b)	제품	파손	위험	감소	(t)	높은	정확도의	교정	
(e)	현장	교정	성적서	발행	(y)	3시간이상의	교정시간

엔드레스하우저가	지난	해	약	1,375억원을	투자한	나라는?
(f)	스위스	(i)	브라질		(s)	중국	(o)	모두

엔드레스하우저가	인수한	회사가	아닌	것은?
(u)	SpectraGas	(a)	Kaiser	Optical	Systems	(w)	Analytik	Jena	

퀴즈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세요!

마케팅팀(marketing@rok.
endress.com)으로	해당	답으
로	만들어진	단어와	함께	성
함,	회사명,	연락처를	보내주
시면,		2015년도	스위스산	벽
걸이	달력을	선물로	보내드
립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블로그
www.endressb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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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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같이 가야 한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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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 2658 7200
Fax 02 2659 2838~9
marketing@rok.endress.com
www.kr.end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