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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
부임해 기업의 양적 확대는 질적 성장
을 견인한 김이섭 대표이사가 오는
2021년 2월부로 약 16년여의 헌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 하고
자 합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조선 및 EPC 
업계에서 연 이은 프로젝트 수주에 힘
입어 2005-15 년까지는 연평균 17%
의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외형적 성장을 다져 왔습니다. 저유가
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이 심화
되었을 무렵, 김이섭 대표이사는 본격
적으로 주력 산업군 다각화 및 확대를
단행했으며,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다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같은 외형적인 성
장 외에도 꾸준한 고용 확대와 직원
들의 자기 계발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가능케 하는 오피스 분위기 조성에
힘써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외국계 부문 대상을 수상
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5 년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
공인 액체 유량 현장 교정 서비스(ISO/
IEC 17025) 공급업체로 인증 받았으며,
이 같은 서비스 역량은 특히 생명과
학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오
늘날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엔드레스
하우저 그룹의 동아시아 권역 법인 중
가장 건실하고 생산성이 높은 법인
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이섭 대표이사는 그간 이룩한 모든 
성과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임직원
들의 열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으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조직이던 10여년 전에도 엔드
레스하우저의 제품을 믿고 선택해
준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
며 퇴임까지 앞으로 남은 몇 달여를 
보다 의미있는 시간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이섭 대표이사에게 보내주신 모든
성원에 감사드리며, 한국엔드레스하
우저는 새롭게 부임할 대표이사가
김이섭 대표와는 또 다른 방식의 리더
십과 경험으로 건실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크
나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엔드
레스하우저에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16년의 헌신을 마무리 후
새로운 여정에 나설 김이섭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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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걸 부장, P-process team 

제가 처음 사장님을 뵌 것은 어느덧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고객사이기도 
한 기업의 구매 담당이었던 저는 그
간 숱하게 많은 기업체의 여러 관계자
분들을 만나봬 왔음에도, 사장님의 첫 
인상이 단연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습
니다. 사장님의 트레이드마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갈하게 빗어 넘긴 흰 머
리와 건장한 체격, 화려한 언변, 그리고
남다른 공감 능력을 겸비한 보기 드문 
캐릭터의 기업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을 대표로 둔 회사라면 한국엔
드레스하우저는 앞으로 크게 성장하
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프로젝트를 함께하
며 신뢰를 쌓고, 제품의 품질, 서비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입증되자 거의
모든 계기를 엔드레스하우저와 계약
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아, 한국엔드레스
하우저는 최근 10여년 간 엄청난 성장
을 일구어 냈고, 이 모든 성과는 사장
님의 리더십과 그를 잘 따라준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회사에 합류한지 그리 오
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생각지 
못하게 사장님과 이별을 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
고, 퇴임 이후 펼쳐질 사장님의 새로운
인생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표이사와 누구보다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때론 어려운 결정도 내리곤 했던
각 팀의 팀장들이 김이섭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길게는 김이섭 대표이사의 재직
기간 내내 함께했고, 짧게는 2년여를 팀장과 대표이사로 소통하며 각별한 팀워크와 호흡을 자랑해온
팀장들이 띄우는 짧은 편지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부장, Logistic team 

저는 사장님께서 퇴임 계획을 밝히셨을 
때,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장어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전 한 번도 장
어를 먹어 본 적이 없었고 그 날도 반찬
류에만 수저를 대고 있었는데, 그런 절 
보고 사장님은 “먹는 거나 노는 거나, 나
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찾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채근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면 작게나마 새로운 세
상이 열리고 그게 엄청난 활력이 되더
라고. 그러니 순간의 불편함은 조금 감
수하고 안 먹던 것도 먹어 보는 것도 좋
을 거야.”라고 말씀해주셨던 그 날이
말이지요. 이후 저는 장어는 물론이고
곱창이나 육회처럼 이전까지는 저의 
선택지에 결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늘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성향
이야말로 회사 내 최연장자임에도 불
구하고 갓 대학을 졸업한 직원들과도
유쾌하게 소통하고, 미팅에서는 아이
디어를 끊임없이 내어놓는 ‘젊은 에
너지’를 과시하는 비결이시리라 믿습
니다. 퇴임 소식을 전하시며 회사와
한 몸이었던 삶은 이제 내려두고 가족
과 주변을 돌보며 새로운 삶에 도전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는 바 없으나
제가 아는 사장님의 성향을 미루어 보
건대 그 도전이 범상치 않은 무엇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
시고, 가끔 저희들과의 추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상무, Controlling team

사장님이 회사에 부임하셨을 당시, 저
는 서툴고 미숙한 능력에 열정만 들끓
는 직장인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
러 사춘기 소년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직
장인으로서는 가히 꽃이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를 사장님과 함께 했습니
다. 그 기간 동안의 매출 총액은 7,400
억에 이르고, 납부한 법인세는 120억
원에 달하며, 11번에 이르는 오피스 
인테리어 리노베이션을 통해 그같은 
성장에 걸맞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기도 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힘차게 성장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전례 없는 경기 침체
와 코로나 19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단 한 번도 적자 경영이나 구
조 조정 등으로 임직원들과 힘겨운 이
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충실히 
이끌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이렇게 성장했지만 저는 여전
히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해 온 팀원들, 동
료들과 함께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시
던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사장님께서도 항
상 건강하시고 저희를 마음으로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긴 세월 짊
어 진 고단한 부담감을 내려 놓으시고
온전히 사장님을 위해 행복 가득한 날
들 보내 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성훈 부장, Sales 4 (Marine) team 

2009년, 사장님과 면접을 보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 여러 차례 이직을 고
민하며 몇 군데에서 면접도 보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섣불리 결
정을 내리기 어려워 망설이던 차, 면접
에서 사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
누며 이직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엔드레스
하우저에 입사하면 사장님께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회사가 기회
를 준다면 꼭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
고, 다소간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저
를 믿어 주신 덕에 감사히 입사를 하
게 되었습니다. 그 때 기회를 주신 덕
분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12년을 근무
한 장기 근속자가 되었고, 부산 지사를
이끄는 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과 함께 쿠웨이트 출장을 갔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오전 이른 
시간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여유가 촉
박해 간단히 요기나 할 생각으로 방에
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차에 올랐는데, 
사장님께서는 워낙 중요한 미팅이라 혹
여라도 옷에 음식 냄새가 벨까 저어돼
식사를 걸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을 쓰고 만전
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밑거름
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산에
서 근무하다 보니 서울에 있는 직원들 
대비 사장님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
지않았고, 더욱이 이제는 퇴임을 앞
두신 관계로 사장님과 함께할 시간이
더욱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사
장님의 지지자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차장, Marketing team 

지난 2015년, 저유가로 인한 비즈니스
위기와 갑자기 지형도가 바뀌어 버린 
시장 상황에 발맞추기 위해 사장님과 
‘Strategy 2020+’이라는 타이틀 하에 사
업 전략을 수립한 것이 떠오릅니다. 과
거에는 해외 프로젝트에 집중해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엔드레스
하우저이지만, 저유가로 인한 프로젝
트 감소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
비즈니스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국내의 기반을 강화했고, 바로
그것이 최근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속
에서도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한 초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은 보고용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지만, 실행 가능한 전략을 중심으
로 모든 컨텐츠에 하나하나 디테일하
게 관여하시며 다양한 피드백과 함께
조언을 주시던 사장님의 열정적인 모
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올해 팀장으
로 새롭게 선임되어, 앞으로 사장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더 오래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게만 느
껴집니다. 퇴임 후의 사장님 인생에도,
그 동안 CEO로 재직하셨던 기간 못지
않게 다양한 도전과 자극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김태윤 상무, Service team 

지난 2019년 팀장 전원이 사장님과 함
께 개개인의 성향 분석을 통해 강점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저는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타입이라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성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제를 동료들과 
함께 수행해 좋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욱 더 큰 만족감과 함께 조직원
으로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유형
이라는 분석 결과였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장님과 여러 논의를 거쳐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남다른 희열
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고정식 리그(rig) 
없이 모바일 리그 단독으로 KOLAS 신
청 당시 승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
나 사장님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
로 많은 조언을 주셨고, 결국 사무국에
그 내용을 소명해 ISO17025 인정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객 여러
분의 클레임을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 분에게
행여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셨던 일도 떠오릅
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경영진 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책무를 맡기
기도 하시며 부족한 저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게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신 것 또한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훌륭히 이끌주
신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퇴임 후에
도 흐뭇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팀장으로서의 제 소임이
아닐까 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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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선 부장, Sales 3 (EPC) team  

시간의 흐름은 너무도 빨라 저 역시 사
장님과 일을 한 지 13년이라는 세월
이 흘렀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항
상 기대 수준이 높으실 뿐 아니라 팀
장들에게는 더욱이 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오셨기에 때론 힘든 순간이 있
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중한 
업무량과 예상을 뛰어넘는 프로젝트
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초가 컸음에도 
매번 모질게 채찍질하신 까닭에 지금
보다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던 저는
마냥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러한 사장님의 챌린지가 저를 제련해
결국 좋은 결과를 낳았고, 본사와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열변을
토하며 저를 대변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에 대해서는 종종 조금도 비
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매서운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일을 떠
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하기만한 
분이셨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16년을 재직하시는 동안 13년을 함
께했으니 저 또한 운이 좋은 팀장이
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받기만 한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간 주신
가르침을 밑거름 삼아 더 성장하고,
직원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 제자리
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회사를 경영하며 여러 성취도 있었
지만, 그 과정을 되돌아보며 숙고할 시간
이 부족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별이
서글프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못다한 감사에 대한 보답
을 떠날 때 말로써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 동안 제가 서운하게 해드렸거
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나, 여러분께 받은 벅
찬 사랑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
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
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저에 게는 큰 영광
이었고 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긍지 삼아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향한 벅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김성록 부장, Sales 2 (Agent & OEM) team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쯤 사장님께
서 함께 즐겁게 그리고 오래오래 근
무하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서인지 그 동안 즐겁게 근무해왔고 또 
지금과 같은 시간들이 오래오래 계속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덧 이별
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
네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아직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순간이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매일 뵙던 사장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한 회사의 리더
로서 항상 직원들을 사랑하고 항상 고
객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엔
드레스하우저 직원들은 오랫동안 기
억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곁에서 보좌하겠으며, 또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현 상무, Sales 1 (Domestic) team 

2005년 2월 부임하셨던 게 엊그제 같
은데,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니 시간이 이렇게나 빠르다는 것
이 믿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재직
기간 전체를 함께한 몇 안 되는 팀장 
중 한 명으로서, 회사의 변화와 성장을
내내 함께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게는 특히나 신규 비즈
니스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임무를 
맡겨 주신 덕에, 회사가 도전하지 않
았던 영역을 발굴하고, 셋업시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보니 사장님
과 함께한 시간이 더더욱이나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선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킨 10여
년의 시간, 대리점 사업을 위해 직원
들과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성장시
켜온 시간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장님과 백방으로 출장을 다녔
던 일들도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을 마음 한 켠에 두고 추억으로
만 가끔 떠올려야 한다는 게 아쉽지만,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직원
들과 함께한 16년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해주시기 바라며, 퇴임 후 개척해
나가실 제2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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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드레스하우저, 레이다 레벨계
‘Micropilot FMR5x/6x’ 시리즈 전파 인증 획득
한국엔드레스하우저가 레이다 레벨계인 ‘Micropilot FMR5x/6x’ 시리즈에 대한 전파 인증을 획득
했습니다.

‘Micropilot FMR5x/6x’ 시리즈로 대표
되는 다양한 레이다 포트폴리오를 보유
하고 있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
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빠르
게 인증 작업에 착수했고, 주파수대역
을 측정할 수 있는 공인 기관에서 시험
을 진행한 후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이
번 KC 인증 획득을 통해 외부에서 발
생되는 전자파에 대한 내성 및 제품 자
체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안전하다
는 것을 확인했으며, 고객 요청 시에
는 인증서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6GHz, 26GHz,
80GHz 등 다양한 레이다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어떠한 공에라도 가장 적합한
주파수대의 레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레
벨 기술력을 집약시킨 80GHz 레이다 레
벨계 ‘Micropilot FMR6x’ 시리즈는 2017
년 최초 출시 시점부터 고객의 큰 호응을 
받아왔으며,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 
측정용 레이다 대상 기자재 항목에서 차
폐형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개방환경에
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으로 손
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80GHz의 높은 
주파수는 안테나 직경을 작게 하고 집중
된 신호로 최소 3°의 좁은 빔각도로 측정
이 가능 하므로 탱크의 노즐이 길거나
탱크 내부가 복잡한 구조 및 장애물(
교반기, 레벨스위치, 방열 코일 등), 볼
밸브 설치시에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수질 분석계 부문 프로스트 앤 설리번 선정
‘2020올해의 글로벌 기업상’ 수상

엔드레스하우저가 수질 분석계 부문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시장 조
사 및 컨설팅 전문 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선정 올해의 글로벌 기업(2020 
Global Company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글로벌 기업상(The global Company 
of the Year Award)’은 고객에게 제공한 가치 및 시장 점유율 부문에서 두루 뛰어난 결과와 함께 
우수한 리더십을 보여준 기업에게 수여되며, 엔드레스하우저는 강력한 제품 라인업과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 업계 최고의 수질 분석 노하우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레벨계와 유량계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명성을 쌓아온 엔드레스하우저가 수질 분석계 기술력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Memosens’ 센서를 출시함과 동시에 디지털 계측 및 솔루션 시장의 
선구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Memosens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측정값을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하고, 이를 트랜스미터에 직접 전송함으로써 수질 분석계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재정
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엔드레스하우저만의 디지털 수질 분석 기술입니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
술로 수분 및 부식과 관련된 문제가 없고, 전송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도 신호 알람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 측정 포인트의 가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향상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그 앤 플레이 및 자동 센서 인식 기능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엔드레스하우저는 유지보수를 논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계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했는데, 예를 들어, 정인산염 분석 시스템 ‘Liqui-
line System CA80PH’는 시약 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자동 교정 및 세척 기능을 통해 높은 가용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멀티파라미터 측정이
가능한 컴팩트한 크기의 계기 ’Liquiline Mobile CML18’를 Memosens 센서와 결합하면, 플
랜트의 여러 측정 포인트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서 수질 분석계 R&D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Endress
+Hauser Liquid Analysis’의 대표이사 만프레드 야기엘라(Manfred Jagiella) 박사는 “고객
중심으로 혁신을 거듭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성공 전략.”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수상의
변을 밝혔습니다.

한편, 엔드레스하우저의 차세대 ‘하트비트 기술(Heartbeat Technology)’은 지속적으로 계
기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며, 프로세스의 중단 없이 문서화된 검증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예측적 유지보수를 가능케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프로스트 앤 설리
번의 산업 전문 애널리스트 야나니 발라순다르(Janani Balasundar)는 “하트비트 기술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의 최적화에서 나아가 예측적 유지보수 전략을 가능
케함으로써 계기 자체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드레스하우저의 새로운 IIoT 시스템 ‘네틸리온(Netilion)’은 클라우드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된 측정값을 비롯해 프로세스 데이터, 필드 계기에 대한 진단 정보
를 활용합니다. 이에 고객은 현장에 설치된 계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으
며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발라순다르 애널리스트는 엔드레스하우
저가 추가적인 진단 기능을 갖춘 차세대 Memosens 기술을 이미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언
급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품의 혁신을 지속해온 것이 수질 분석
계 부문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끔 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엔드레스
하우저의 최첨단 솔루션을 통해 업계가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엔드레스하우저를 글로벌 기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
구원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
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 제도’를
전파법 제58조 2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 기
자재에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
하는 레벨 측정용 레이다가 포함되었
으며, 적합성 평가를 통한 인증을 완
료해야만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실
제로 전파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계측
기 기업 일부는 레이다 레벨계의 국
내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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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가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두바이에 리저널 센터 ‘Endress+Hauser Middle East’를
오픈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후 Endress+Hauser
Middle East 를 구심점 삼아 중동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선나는 방침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중동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
가해 ‘Roya’(아랍어로 ‘비전’을 의미)라는 프로젝트명
하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온 바 있는데요, 중동 리
저널 센터의 설립 또한 Roya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리지널 센터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엔드레스하우저의 법인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 대한 영업과 서비스 지원은 물론이고, 기타
국가의 공식 대리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리저널 센터의 대표직은 현재 엔드레스하우저 아랍에
미리트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타릭 베키어(Tariq Bakeer)
가 맡아, 두 법인 모두를 진두지휘할 예정입니다. 엔드
레스하우저에서 14 년 간 근무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온 베키어 대표이사는 “새롭게 문을 연 리저널
센터는 중동에 위치한 기존의 영업, 서비스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보완
하는 작업에 먼저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며 고객 중심
사고, 성장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
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리저널 센터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정신은 개방성,
투명성, 더 나은 협력, 고객 중심의 사고 및 지속적인

혁신으로, 센터 내 사무 공간을 설계할 당시 이 같은
철학이 반영되게끔 해,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공간
으로 변모했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은 중동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보다 간소화된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자 단행된 결정인데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Endress+Hauser Middle East의 성공적인
앞날을 응원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두바이에 리저널 센터
오픈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 나서 

새롭게 완공을 앞둔 물류 허브는 독일 프랑
크푸르트 공항 인근에 위치한 뵈르슈타트
(Wörrstadt)에 18,000 평방 미터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크로스 도킹(cross dock-
ing)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데, 크로스 도킹
이란, 물류 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물류
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또는
재포장의 과정을 거쳐 곧바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서 공급망을 총괄
하고 있는 올리버 블룸(Oliver Blum) 디
렉터는 “전례 없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와
중에도 니더-올름에 위치한 물류 허브는
100% 정상 가동했으며, 유연한 배송 시
스템으로 폐쇄 조치 중인 수많은 고객
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송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거점으로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헬만의 물류 계약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Chief Operating Officer Contract Logistics, 
COO CL)인 볼커 사워본(Volker Sauerborn) 
또한 엔드레스하우저와의 협업을 확대한
것에 대해 “뵈르슈타트 물류 허브는 양사
모두의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며, 기존의
물류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뵈르
슈타트 물류 허브의 건립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기공식
을 가진 후 새로운 물류 허브 건립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류 부문 부동산
개발 업체인 파나토니(Panattoni)가 프로
젝트를 총괄할 예정이며, 리스트 바우
빌레펠트(LIST Bau Biellefeld)가 건설 공사
및 건축 일체를 담당합니다.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헬만월드와이드로지
스틱스(Hellmann Worldwide Logistics, 이하
헬만)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인근에 위치한 
독일 뵈르슈타트(Wörrstadt)에서 그룹을
대표해 현대적인 고성능 물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유럽 외 지역에 위치한
엔드레스하우저 생산 공장의 물류 업무 
또한 관리할 예정인데, 제품의 포장 및 항
공/해상 운송을 통한 선적 준비 작업 등이 
그에 포함됩니다. 올리버 블룸 디렉터는
“크로스 도킹 시스템은 독일 뿐만 아니라
향후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미국 등 전세계
각지에 위치한 물류 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 밝히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인도에 물류 허브를 건립해 새로운

독일 뵈르슈타트에 새로운 물류 허브 건립에
나선 엔드레스하우저

고객의 발주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 시간과 적시 배송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물류 시스템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은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엔드레스하우저가 현재 독일 니더-올름
(Nieder-Olm)에서 운영 중인 물류 센터의 약 8배에 달하는 물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물류 허브의 건립에 나서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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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업그레이드된 방사선 레벨계,

Gammapilot FMG50

엔드레스하우저의 방사선 레벨계 Gammapilot은 지금껏 70,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었으며, 60여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엔드레스하우저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마 디텍터는 일반적인 레벨
계를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새로운 방사선 레벨계 ‘Gammapilot FMG50’은 안전성, 콤팩트한 사
이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Gammapilot FMG50은 세계 최초로 2선식 루프 전원 공급이 가능한
콤팩트한 트랜스미터로, 특허 받은 고전압 생성 기술로 이전 모델에 
비해 에너지의 일부만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보다 뛰
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한편, 추가적인 설치 또는 배선이 필요 없어
측정 지점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Gammapilot FMG50은 블루투스 기술 및
엔드레스하우저의 SmartBlue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센서와의 통신이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모든 계기 및 진단
데이터에 액세스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원격
시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된 계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Gammapilot FMG50은 IEC 61508에 따라 개발되어 SIL2와 SIL3에
바로 적용 가능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방사선 레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측정 작업(레벨,
포인트 레벨, 밀도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SIL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SIL Wizards는 시스템 또는
인적 오류(human error)를 최소화하며, 단계별 접근을 통한 안전성
검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온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원활한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냉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Gammapilot FMG50은 뛰어난 품질의
센서 재질을 적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혁신적인 센서 설계로 계기의 자기 발열을 최소화하여 냉
각 모듈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제품과는 달리 추가적인 냉각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주변 온도 최대 80°C (+176°F)까지 적용
가능하며, 계기의 운영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Liquitrend QMW43 은 식음료 산업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액체
또는 반죽 형태의 유체를 측정하는 데 사용 가능하며, 전도도와 
정전 용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기가 유체 상태에 따라 가장 정확한 측정 모드를 자동
으로 감지해 측정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유체의 종류, 오염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나 어떠한 사전 설정 없이도 계기를 손쉽게 사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iquitrend QMW43 은 측정 시그널을 통해 탱크 또는 파이프 내의
빌드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세척뿐 아니라 포괄적인 품질 관리에 용이하며 일관되
면서도 고품질의 위생 제품을 생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 공정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설계로 3A, FDA, EHEDG 
및 EG1935/2005을 준수, EN10204- 3.1에 따른 소급 가능한
재질을 택하고 있는데, 매립형으로 제작된 메탈 센서가 파이프
또는 탱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제어 시스템에서
질적으로 다른 제품을 즉시 식별하고 거부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의 신뢰성과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가운데 실험실 측정에 드는 노력을 감소시켜 줍니다.

Liquitrend QMW43 의 전도도 및 빌드업 측정은, 제품 혼합이나
공정 전환과 같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도성 유체와 비전도성 유체의 측정 간의
시그널 전환과, 피크시그널의 변동 정도가 혼합 과정의 최적화에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시그널은 제품 생산과
화학약품세척(CIP) 간의 공정 전환을 정의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생 공정 특화 빌드업 측정용 전도도 센서, 
Liquitrend QMW43 출시
식음료 산업은 까다로운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제품 품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세척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세척을 수행하는 동시에 최종 생산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엔드레스하우저가 새롭게 출시한 위생 공정
특화 빌드업 측정용 전도도 센서, Liquitrend QMW43 가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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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구매의 디지털 혁신,
‘엔드레스닷컴’ 고객 여러분으로부터 듣는 생생 후기
공식 웹사이트에 e커머스 기능을 더한 디지털 플랫폼, ‘엔드레스닷컴’은 견적 확인, 주문, 배송 현황 확인, 기술
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다운로드, 기존 구매 제품의 간편한 재구매까지, 계기 구매의 전과정을 디지털화해
2019년 론칭 이후부터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받으며 한국엔드레스하우저만의 대표 구매 플랫폼으로 안착
했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업데이트를 거듭, 더욱 진일보한 인터페이스로 편리한
계기 구매를 가능케 하는 엔드레스닷컴을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 중이신 고객들의 자세한 이용 후기를
통해 유용한 기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종 기술 정보와 도면, 시험 성적서 등을
언제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하는 데 매우 수월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견적 요청이 가능합니다. 오더 작업 수행
및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스페어 파트 검색도 훨씬 편리
하게 설계되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려FA엔지니어링, 최남수 고객

• 엔드레스닷컴을 이용하기 전에는 제품
또는 선행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수밖에 없었
는데, 엔드레스닷에서는 제품군과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수월합니다. 
또한 발주 진행시에 오더코드를 이중으로
확인 가능해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펙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견적 수정’ 기능을 통해 즉시 수정 가능한
점도 매우 편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실
시간으로 매뉴얼 및 카탈로그 등을 열람
할 수 있어 고객의 요청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이 모든 업무를 한국 
엔드레스하우저 영업 담당자에게 일일이
문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엔드레스
닷컴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나의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문서 
다운로드, 사이징 프로그램을 가장 즐겨
씁니다. ‘나의 거래내역’에서는 요청했던
견적서 및 발주 진행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징 기능은 고객사의 공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선정이 필요할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도도이엔지, 김민하 고객

• 엔드레스닷컴 사용 이전 대비 제품의
가격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거래내역’에서는 구매 이력 및
제품 납기 확인이 가능하고, 매뉴얼 및
카탈로그, 도면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발주 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영업 담당자에게 작업
진행 상황을 재차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제이와이씨앤에스, 최봉호 고객

• 웹사이트를 통해 납기 일정을 미리 확
인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납기 스케줄
작성에 도움됩니다. 또한 도면과 같은
기술 문서를 매번 요청하지 않고도 직접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선정한 코드외에 다른 사양에 대해
서도 확인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레스하우저 제품의 기능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술 문서
및 도면 다운로드 기능 또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루에거엔지니어링, 김호영 고객

•기존에는 검색창에서 제품에 대한 검색
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엔드레
스닷컴에서는 관심 제품에 대한 검색이
바로 가능해 제품 정보 확인 및 스페어
파트 검색, 메뉴얼 확인이 편리합니다.
또한,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에 대한 오더
코드를 엑셀 및 워드로 바로 출력 가능
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수월합니다. 특히,
‘나의 거래내역’ 에서 조회되는 납기 일정
과 시리얼넘버 검색 기능을 즐겨 사용
하고 있습니다. 

선문아이엔에스, 홍태식 고객

• 견적보호 및 할인요청, 제품 견적 등 다
양한 기능을 엔드레스닷컴이라는 사이
트 내에서 모두 확인 가능한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발주서 이력 및 납기를
관리하고 입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하며, 납품한
제품 사양 확인 및 시리얼 넘버 검색,
시험성적서 확인 등이 바로 가능해 신속
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레엔지니어링, 손희영 고객

• 기존에는 매번 방폭 인증서를 일일이
찾는 것이 어렵고 다소 성가시기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엔드레스닷컴에서는 각 
제품마다 하단의 문서 다운로드 탭에
모든 기술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 손
쉽게 각종 문서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
밖에 ‘어플리케이터’ 기능을 통한 사이징
을 가장 즐겨 사용하는데, 사이징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엔드레스
하우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
었습니다. 

신한레벨, 우상운 고객

• 실시간으로 제품 가격 및 납기 일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 표시
되는 주요 정보들을 엑셀 또는 워드
파일로 손쉽게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품
별 2D 또는 3D CAD 문서를 다운로드 하기
용이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거래내역’
에서는 각 연도별 발주 내역 및 견적
보호 건, 금액 지원 요청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메일
과 전화를 업무 수단으로 사용하던 과
거에는 연도별로 매번 이 같은 정리 작
업을 별도로 수행해야만 했기에 그
때와 비교하면 업무 소요시간이 압도적
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프로라인이엔지, 심승용 고객

• 제품 별로 방폭 인증서 및 관련 기술 문
서를 바로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데 매우 편리
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페이지가 열리는 반응 속도가 론칭 초기 
대비 훨씬 더 빨라진 것이 체감되어, 쾌적
하게 사이트를 이용 중이기도 합니다.

 신아시스템, 이영석 고객

• 기존에는 발주 시 발주서 파일을 따로
업로드해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번거로
웠다면, 엔드레스닷컴에서는 주문과 함께
발주 진행이 그대로 연결되어 업무 프로세
스가 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 확인이 훨씬 편리하며,
발주 시 이전에 거래했던 주문을 불러오면
한번에 여러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는 점
또한 편리합니다. 

더원시스템, 서효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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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ERM ModuLine TM131
엔드레스하우저만의 기술혁신을 통한 온도계 

이중 프로세스 베리어

써모웰 기술

센서 기술

반응속도

기존 써모웰

iTHERM StrongSens
진동 저항 & 장기 안정성

iTHERM QuickSens
가장 빠른 온도 센서 (t90)

빠른 반응속도
써모웰

t

이중씰 기술 
- 유해성 유체 누수 방지
- 알람 시그널 : 즉각적 유지보수 가능
- 센서 측정 영향무

압력 상승시 작동되는 이중씰 기술은 써모웰 실패시 안정
적인 온도계 작동을 보장합니다.

모듈식 온도계

압력 스위치넥 튜브

이중씰
기술

이중 프로세스 베리어

트렌스미터 &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써모웰

빠른 반응속도 써모웰 

5배
최대

빠른 반응속도

RTD & 써모커플 센서 iTHERM StrongSens
iTHERM QuickSens

국제 인증 및 국내방폭 보유

특허 기술

이중 채널
온도 트렌스미터

60g

PAT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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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시회, 서밋, 세미나 등 물리적인 이벤트의 개최 및 참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부스에 방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버추얼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버추얼 전시회로 입장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360° 체험을 통해 전시된 데모의 전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데모를 클릭하면 제품 정보와 함께 상세 정보 페이지 및 기술 문서, 브로슈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 직관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QR
코드를 통해 버추얼 전시회에 입장하셔서 가상의 현실로 재현된 전시회 하이라이트로 마치 실제현장
에서 직관하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엔드레스하우저가 가상의 형태로 재현해낸 
디지털 전시회, ‘버추얼 전시회’

하트비트 기술 empowerthefield 벙컹유 측정 솔루션

Lab to process

엔드레스하우저의 계기는 ‘측정’ 그 이상을 수행합니다. 공정
에서의 정확한 측정에서 나아가, 자가 진단, 검증 및 모니터
링을 수행하는 ‘하트비트 기술(Heartbeat Technology)’이 적
용되어 플랜트의 가용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동
시에 오퍼레이터의 워크로드를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하트비
트 기술은 현장의 계기들이 출력하는 수많은 신호를 수집하
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 검증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 ‘예측적
유지보수’를 통한 스마트한 공장 운영을 지원합니다. 

자가 진단 기능으로 탱크 안에서 일어나는 마모, 부식, 빌드
업 등 계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공정의 
초기 결함 단계부터 문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의 중단 또는 계기를 공정으로부터 분리해내지 않아도
필수적인 성능 검사를 수행, 생애 주기에 맞춘 문서화된 검증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합니다.

산업 플랜트의 ‘디지털화’는 현장의 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IIoT 생태계, ‘네틸리온
(Netilion)’은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되어 생산 설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IIoT 기술이 접목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계기
의 잠재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규제를 준수
하고 대비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하트비트 기술이 적용된 최
신 계기로 무수히 많은 잠재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플랜트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벙커링 솔루션은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신
뢰성을 자랑합니다. 벙커 측정 시스템은 유량 센서, 압력 트랜
스미터 및 부하량을 계산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 구성되며, 데
이터 이력 관리에서 나아가 미터링 프로파일과 데이터에 대
한 실시간 티켓 또한 인쇄 가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운송 
시스템에서 추적, 관리하여 분쟁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하며 벙커 프로세스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엔드레스하우저의 코리올리스 유량계는 체적 변환 없
이 직접 질량 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로 연료유
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며, 여러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에어 포켓 및 탱크 스트리핑 시 발생
하는 ‘카푸치노 효과’ 를 사전에 감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실험실 기술이 점차 프로세스 자동화 산업으로 편입
되고 있습니다. 분광기의 구성 요소가 점차 소형화되고 새로운 
광원의 출현 및 컴퓨터 성능의 진일보한 향상으로, 과거에는
그 복잡성으로 적용이 불가능했던 NIR 또는 라만 시스템 뿐만 
아니라 프로브를 포함한 소형 분광기 또한 프로세스에 직접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구, 개발을 위한 실험실 또는 프로세스 생산 환경에서 동일
한 규격의 pH 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실험실과 공정 측정 간
에 일관성 및 최적의 동등성이 보장되어 신속한 업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질 별로 안전한 공정 제어가 가능해지고,
인라인 품질 측정 기능으로 샘플링과 관련된 별도의 리스크
없이도 배치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TDLAS(레이저흡수분광법) 기반의 가스 분석기, 스펙트라센서
(SpectraSensors)의 ‘J22’는 검증된 기술력으로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천연 가스의 H₂O 값을 안정적으로 측정해내며, 천
연 가스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설계로 가스의 품질 사양을 
충족하고 파이프라인의 부식 또는 수화물 형성 및 폭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임직원 및 생산 설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스펙트라센서의TDLAS 기술은 천연 가스 처리, LNG, 정제, 석유 
화학 산업에서 생산, 운송, 저장, 유통, 가스 가공, 정제 등 프로
세스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TDLAS 기반 가스 분
석기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매우 적은 편이고, 
글리콜, 메탄올, 아민, H₂S, 슬러그로부터 받는 영향 또한 매우 
적어 손쉬운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엔드레스하우
저의 하트비트 기술이 적용되어 실시간 자가 진단 기능을 수행, 
천연 가스의 품질 관리를 안정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하트비트 기술

• #empowerthefield

• 벙커유 측정 솔루션 • J22 TDLAS 가스 분석 솔루션

• 실험실에서부터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Lab to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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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거듭해온 포인트 레벨 스위치, Liquiphant
포인트 레벨 스위치, Liquiphant 시리즈는 1980년대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새로운 측정원리를 선보이며 등장한 이래로, 전세계에서 600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달성하며 고객과 함께 해왔습니다. Liquiphant 시리즈의 두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 그 탄생 스토리부터
작금의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로 거듭나기까지의 생생한 역사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Pfändler 씨. 80년 대 초반부터 Liquiphant 시리즈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Liquiphant 가
업계의 고전’이 될 것이라 예상하셨나요?

Pfändler: 전혀 아닙니다.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
해서 500 여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박람회
에 제품을 선보인 직후에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5,000 대를
생산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매년 300,000 대 이상이 팔리는
제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미 엔드레스하우저의 베스트셀러인 
Liquiphant 시리즈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Pfändler: 일단, 고객들과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 뿐이니까요..

Jede:  Liquiphant 시리즈는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일례로, 포크가 짧아져서 좁은 파이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날의 디지털화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
들을 창출하고 있고, 이에 새로운 혁신으로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초기에 창립자인 Georg H Endress 씨가 굉장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 개발 단계는 어땠나요?

Pfändler: 네, 맞습니다. Endress 씨는 탱크에 액체가 있는지의 여
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100% 금속으로 제작된 방수 센서를 원했
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싱글-로드 솔루션으로는 엔드레스 씨가
추구하는 물리적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후에는 소리굽쇠(tuning fork) 형태의 더블-로드 방식으로 방향
을 틀어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전효과를 통해
포크를 진동시키는 진동 측정 원리를 발견해서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포크가 액체에 잠기게 될 경우 주파수가 즉각적으로
변하면서 이 변화가 스위칭 신호로 변환되는 원리입니다.

Liquiphant 시리즈의 성공에 가장 결정
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Pfändler: Liquiphant 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고객들이 액체의 레벨을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플로트 스위치(float switch)는 침전물의
축적으로 인한 빌드업에 매우 취약했으며,
이에 따라 광범위한 유지보수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Jede: 전도도 및 정전용량 센서와 달리, 
Liquiphant 시리즈는 매체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거품 또는 침전물의 축적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모든 유형의
액체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정 없이도 모든 애플
리케이션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Liquiphant’는 ‘Liquid(액체)’ 와 
‘Elephant(코끼리)’의 합성어로, 
코끼리의 상아를 연상케 하는 디
자인이 그 기원입니다. 조지 H 엔
드레스는 새로운 포인트 레벨 스
위치에 적합한 이름을 짓기 위해 
이름 짓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Martin Pfändler(좌) 는 1981년, Liquiphant 
시리즈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Liquiphant 전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기술지원팀에서 업무를
시작한 Artur Jede(우) 는 전자공학 및
컴퓨터공학 분야의 학위를 획득한 이후,
2019년, 본격적으로 팀에 합류, Pfändler 
씨와 함께 Liquiphant의 개발을 도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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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항해를 위한 노력
정밀한 측정 기술은 바다가 해양 산업으로부터 받는 환경적 타격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양/해운 산업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더 많은 배들이 전세계의 상품을 유통하기 위
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박들은 적재된 화물이 
없는 상태, 혹은 일부 화물만 적재된 채 출발하게 되는데, 안정
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0억톤의 선박 평형
수(Ballast Water) 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空船)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내의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평형수로 쓰여 타
해역으로 옮겨질 때, 7,000여종의 해양생물 또한 평형수와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박 평형수를 통해 외래해양생
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IMO는 선박평형수관리
협약을 채택(‘04.2.13)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이 공해상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이 ‘밸러스트 수처리
시스템’을 갖춰야만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은 열전달, 원심분리 및 유체 처리 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 기업 ‘알파라발(Alfa Laval)’입니다. 평형수
처리 장치인 ‘PureBallast’ 개발을 담당하는 알파라발의Peter Nor-
dström R&D 매니저는 “알파라발의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을 가장 먼저 충족시킨 제품일 뿐 아니라 2020년 10월 말
발효될 개정안은 물론 미국해안경비대(USCG, US Coast Guard)
이 기준 또한 충족시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알파라발에 측정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Virpi Varjonen 세일즈 매니저는 식음료
솔루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있는 기술을 제공해

왔기에 조선(shipbuilding) 분야에서 또 한
번 알파라발과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eter
Nordström R&D 매니저는 “알파라발의
평형수 처리 시스템은 높은 정밀도로
유량/전도도를 측정해 내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해상 승인을 보유한 강력한 계측
기기를 필요로 했는데 엔드레스하우저가
바로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업체
였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Virpi Varjonen 세일즈 매니저는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Ballast Water Man-
agement Convention, BWMC) 비준 이후
평형수 처리 시스템 시장이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엔드레스하우저는 알파라발이
필요로하는 계기를 수량과 무관하게 즉시

공급 가능했다.” 고 설명하며, 엔드레스하
우저의 우수한 물류 역량 또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가능케 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전자유량계 단일
품목으로 보더라도 엔드레스하우저는
 2018년도에 약 600대, 2019년에 1,200
여대를 납품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Proline Promag W 300은 혹
독한 조건 하에서의 폐수 측정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인데, 공해상에서의 사용
을 위한 여러 정교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
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에서  OEM 산
업군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Damien 
Spenlhauer 매니저는 “엔드레스하우저는
필요한 승인을 제때 획득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상 운송은 전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역이나,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해양 환경의 희생을 담보
로 이루어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상 운송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
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Damien Spenlehauer OEM 산업 매니저는
“선주들은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길 요구받고 있
다.”고 설명하며 올해 IMO가 전세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언급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유황유
를 사용하는 것은 선박의 개조 비용 부담
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선사들이 선택하는
대안이지만, 향후 저유황유와 고유
황유 간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료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Spenlehauer OEM 산업
 매니저는 “엔드레스하우저는 선박 연
료 공급을 정밀하게 추적하거나, 엔진
의 연료 소모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연료 효율 개선을 도와, 
고객이 까다로운 규제에 발맞추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게
끔하고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허용된 황 함유량을 초과하는 값싼 연료
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엔드레스하우저는 경
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전세계 유수의 스크러버 시스템에
엔드레스하우저의 측정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계기들은 거의 모든 유황
을 제거하게끔하고 최소한의 미립자만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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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적시 배송 
엔드레스하우저는 매년 250만 개의 센서 및 시스템을 배송합니다. 긴밀한 공급망 체계를 통해
전세계 고객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메이드 계기

엔드레스하우저의 계기는 전세계 12개국에 
위치한 생산 공장에서 주문 제작됩니다. 계기
마다 각기 다른 사양으로 제작된다는 것은 계
측기기 각각이 개별적으로 고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특정 표준
제품에 한해서만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
각기 다른 사양이 적용된 계기의 수

<2 
평균 배치의 크기

>69% 
24 시간 내에 주문이 
확정되는 비율

>96% 
최초에 올바른
주문이 접수되는 
비율

*유럽  

클릭 한번으로 주문 가능  
엔드레스하우저는 전세계 50 여개 국가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이 직접 주문을 수행하기도 하지만e커머스
플랫폼인 ‘엔드레스닷컴’을 통해 고객이 직접 제품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빠르고
완벽한 견적 생성 및 발주 처리를 보장합니다.

물류 허브

유럽과 북미에서 제품의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엔드레스하우저
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해당 제품을 물류 허브로 인수하며, 
이 곳 물류 허브에서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합니다.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안전하게 제품 배송을 완료하며, 중국, 
인도, 브라질에서도 유사한 물류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4,242 톤
비행기

582 톤
해상 운송

…전세계 75개 
국가에 배송 

6,029 톤
화물 운송

유럽 내 제품 운송 수단 (2019)

완전한 투명성 
고객은 주문한 상품의 배송 상태를 언제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엔드레스
닷컴을 통한 모든 주문 건은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견적 생성부터
주문 확정, 배송 추적 및 다운로드 가능한 문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적시에 배송된
주문 건수

*유럽

70%  
6-8일 내로 고객이

제품을 수령한
주문 건수*  

2019년 유럽에서 선박을통해 배송된 주문 건 수:

598,246 
패키지    

배송 품질

0.027%
분실 건수  

93.8% 

0.024%  
오배송 건수 

0.013%  
배송 파손 건수

58,460  
파렛트(pallet) 

가치*

>1.1
억 유로

14,748   
박스 

인포그래픽: Pia Bublies 
연구 조사: Christine Böh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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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나무 풍력발전,
‘윈드 트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성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지난 수년간 지속가능한 에너지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독일 겔링겐(Gerlingen)에 위치한 Endress+Hauser Liquid Analysis는 설계 초기 단계
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디자인 되었으며, 건물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멀리서 보면 흡사 나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전기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발전소, ‘윈드 트리(Wind tree)’ 입니다.

일종의 소규모 풍력 발전소인 이 9.9m 높이의 윈드 트리는 금속
으로 제작된 줄기와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빈’ 역할을수행
하는 85 cm 높이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녹색 잎사귀가 바람
을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터빈을 가동하는 데에는 4,000W
의 전력이 사용되며, 각 터빈 당 1 인 가구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인 연간 3,2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풍력 터빈과 비교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간여력이 크지 않은 도시 환경
에서는 소규모 터빈이 가지는 장점이 많습니다. 일례로, 잎사귀
모양의 터빈은 모든 종류의 바람을 전기로 생성할 수 있는데, 
빌딩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난류 또한 전기 생산에 활용 가능
합니다. 

윈드 트리의 개발자인 Jérôme Michaud-Larivière 씨는 윈드
트리가 일상적인 수준이 바람이 분다는 조건 하에서 25년간
매년 320일 간 운영될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풍력 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소음 공해 없이 작동한다는 점도
윈드 트리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윈드 트리를 통해 생성된 전기는 건물 바로 앞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공급되는데, 이 전기는 곧바로 ‘레독스 흐름
전지(redox flow battery)’에 유입되어 연결된 전기 자동차가 
충전됩니다. 윈드 트리를 통해 생성된 전기는 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자율적으로 생성되어 엔드레스하우저의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의 방문 차량에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전기 자동차가 충전됩니다. 윈드 트리를 통해 생성된
전기는 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자율적으로 생성되어 엔드레스
하우저의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의 방문 차량에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엔드레스하우저 캐나다의
트레이닝 센터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은 캐나다에 위치한
프로세스 트레이닝 센터에 1,900만 유로를
투자해 완전히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써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 벌링턴(Burlington) 에 위치한 해당 건
물은 약 4,400평방미터의 건물로, 탄소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생가능한 자원
에서 건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캐나다의 대표이사인 An-
thony Varga는 “개장 당일부터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 라 설명했습니다. 건물 지붕에
설치된 양면 태양 전지판에서는 전기가
생산되며, 건물 지반에 설치된 지열 펌프
에서는 지열이 공급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
은 지역 상수도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
을 뿐 아니라 건물 외관이 삼중 유리로 마감
되어 뛰어난 단열 효과를 자랑합니다. 
2021년 초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
의 새로운 트레이닝 센터는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엔드레스하우저 캐
나다의 트레이닝 센터 

겔링겐에 위치한 Endress+Hauser Liquid Analysis 건물은 바닥부
터 지붕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모듈식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는 223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건물의 전체 수요는 335 KW에 이릅니다. 여름에는 열 출력
방식이 냉방으로 전환됩니다.
 
지상에 설치된 6 개의 공기 수집기는 바닥 부분과 이어지는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데, 겨울에는 이 파이프를 통과하며
건물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여름에는 더운 공기를
식히는 작용을 합니다.
 
건물 외관은 태양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코팅된 
유리 재질로 설계되었으며, 단열 기능 또한 우수합니다. 잔디로
덮인 지붕은 건물의 기후를 개선할 뿐 아니라 빗물을 흡수함
으로써 하수 및 배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합니다.
 
지붕에 설치된 열 교환기는 밤 사이 떨어진 기온을 통해 건물의
냉각 시스템을 식히는 데 활용되며, 잔여 열은 다음날까지 버퍼
탱크에 저장됩니다.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과 윈드 트리에서 생성된 전기는
레독스 흐름 전지에 유입되어 건물 앞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공급됩니다.

스마트한 방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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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의 창립자 조지 H 엔드레스하우저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유럽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한편, 1970년에는 여러 리스크를 감수한 채
유럽이 아닌 다른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유럽, 아시아, 미국이라는 강력한 세 시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것이었고,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엔드레스하우저
USA는 중국, 독일 시장과 함께 그룹 내에서 매출액 기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가장 큰 매출액을 달성하며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매출 순위를 떠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엔드레스하우저 
USA가 보여준 성공의 면면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 USA의 대표

이사인 토드 루시 CEO는 그 같은 성공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결실을 맺기까지 기나긴 여정이 요구되었음을 강조
하며, “기업가 정신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미국적
방식을 고수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USA는 공정 자동화에 특화된 15개의 대리점과
천연가스 업계에 특화된 10개의 대리점이 협력하여 매출과 서
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고객을 담당하는 대리점은
현재 엔드레스하우저에서 독점적으로 프로세스 계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자동화 기술과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을 지속
하고있습니다. 수년간 여러 대리점 또는 관할 지역의 합병 끝에
간소화된 형태의 현재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토드 루시 CEO는 “간소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능률
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껏 엔드레
스하우저 USA와 대리점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계측기기 제조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례로,
대리점 중 한 곳과 함께 진행한 단일 프로젝트는 엔드레스
하우저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써, 30,000여대의 단일
계측기 수주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영업팀과 서비스팀은 450명 이상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미국 시장의 성공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토드 루시 CEO는 “엔드레스하우저를 대표하는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기업 문화를 공유하고 각자의 비즈니스를 
동일한 원칙 하에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
습니다. 덧붙여 “대리점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엔드레스하우저
USA의 향후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언급
했습니다.

최근 엔드레스하우저는 미국 걸프 코스트 지역에 3,200만 유
로, 한화로 약 400억원을 투자해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를 건립했습니다. 새롭게 완공된 엔드레스하우저의 다른 건

물들과 마찬가지로, 리저널 센터 또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준
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레이저 기반의 가스 분석과 실험
실 계측에 특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생산하는 ‘어날리틱예나
(Analytik Jena)’와 미국 내 엔드레스하우저 영업과 서비스를 위
한 파트너사인 ‘벡터 컨트롤 & 오토메이션 그룹(Vector Con-
trols and Automation Group)’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및 
캘리브레이션센터 뿐 아니라, ‘프로세스 트레이닝 유닛(Pro-
cess Training Unit, 이하 PTU) 또한 곧 캠퍼스 내에 들어섭니다. 

토드 루시 대표이사는 “곧 건립될 PTU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
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와 대리점은 현재 미국 내
에서 PTU 1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어 기술 분야에서 기여해
온 전략적 파트너사인 로크웰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PTU는 실습을 통한 훈련을 제공함으
로써 고객 뿐 아니라 엔드레스하우저의 임직원에게도 좋은 기
회를 제공합니다. 토드 루시 CEO는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고객은 점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엔드레스하우저가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길 원하며,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
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엔드레스하우저 USA
젊은 스위스 출신 엔지니어 조지 H 엔드레스(Georg H Endress)와 독일의 은행가 루드비히 하우저(Ludwig
Hauser)가 만나 유럽에서 꽃을 피운 엔드레스하우저가 어떻게 유럽을 넘어 무한한 기회의 땅, 미국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을까요? 유럽의 전신과 미국의 힘을 담대한 비전 하에 결합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룩한 엔드레스하우저 미국 법인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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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엔드레스
하우저가 2008-2009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에도 대량의 해고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것 또한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
우수 여성 인재 고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엔드레스
하우저 USA는 2014년 초반, 여성의 취업과 커리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론칭한 바 있으며, 5년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두배로
성장, 현재 여성이 전체 관리자 직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토드 루시 대표이사는 엔드레스하우저가 장기간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지속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정유, 가스의 퇴적물 덕에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며 매우 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세스 분석 기술과 생산의 디지털화,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풍부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엔드레스하우저 USA의 성공 요인으로 미국 내 강력한
생산 인프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생산 시설 건립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인디애나주의 그린우드(Greenwood, Indiana)에 신축된 
본사 건물을 중심으로 엔드레스하우저 미국 법인의 캠퍼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토드 루시 대표이사는 각 사업장의 근접
성이 매출 및 생산에 큰 이점으로 작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법인과 사업 영역은 매우 투명하게 공유되는데, 이는 임직원들
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요인입니다. 토드 루시 대표이사는 “항상 열린 자세를 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하며, 재능 있는 젊은이를
영입하기위해 현재 공학 졸업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여 엔드레스하우저는 
매년 그린우드에서 커리어 및 트레이닝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인턴십 프로그램을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기업 문화가 가진 특별함은 임직원의 이직률
이 여타의 미국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드 루시 CEO는 “우리는 힘든 시기에도 직원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며 기업에 이점으로 작용한다. 임직원들은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조차 직원들을 져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며,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고객은 높은 기준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발맞추는 동시에 언제건 준비되어 있어
야 한다.”라고 언급한 토드 루시 CEO는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측정
기술 및 자동화 솔루션 공급업체로
거듭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밝혔
습니다. 그 같은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답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USA의 성공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측정 기술 및 
자동화 솔루션 공급업체가 되고, 
고객들의 마음 속에 탁월한 공급업체로 
기억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 USA 대표이사, 토드 루시(Todd Luc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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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혁신’은 기업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기업은 당장 직면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혁신을 강조
하지만, 이제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적 문제 이를 테면, 기후 변화와 같은 범지구적 이슈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혁신을 외치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석유 화학기업 바스프(BASF)의 마틴 브루더
뮐러(Martin Brudermüller) 의장과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마티아스 알텐도르프(Matthias Altendorf) CEO의
대담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두 임원진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가능케하는
연구 개발 분야의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마티아스 알텐도르트

마틴 브루더뮐러

안녕하세요, 전세계 많은 젊은 청년들이 기후 변화’
와 환경 보호를 위해 시위를 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 두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브루더뮐러: 기후 변화는 현재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
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저 역시 이에
동감합니다. 어쨌거나 기후 변화 문제는 그들의 미래
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기후 변화 문제가 꼭
젊은 세대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모든 세대의 문제
라고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스프에서는 나이가 적고
많음에 관계 없이 모두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있고, 임직원들은 바스프가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서 기후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믿음이 있습니다.

알텐도르프: 시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
문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기후 변화 문제의 이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기업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젊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들은 ‘정직한’ 기업을 추구하며, 그들이 말
하는 ‘정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다 건전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연관
됩니다.
 
그렇다면 엔드레스하우저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알텐도르프: 엔드레스하우저는 일상 생활과 직결된 
제품 또는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효과적인 약물을
복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엔드레스하우저의 계기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바스프가 중요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더 적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나아가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인류와
환경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스프는 제조업계의 선도적인 오퍼레이터를 지향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브루더뮐러: 우리는 선도적인 글로벌 화학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이
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현재의 생산 프로
세스에서 더욱 최적화된 엔지니어링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관계된 운영
절차를 재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운영 단계에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강력한 생산 팀을 셋업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공적인 생산이란 결국 팀
워크에 달려 있으니까요.

바스프는 어떻습니까?

브루더뮐러: 바스프 또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
리는 현존하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며, 이를 위해 고객, 더 나아가 파
트너사와 함께 협력하는 중입니다. 자동차, 에너지 생
성, 이동 수단, 영양 또는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
들어주거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주는 것들에 관
심이 있으며, 이것들을 현실화해줄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 자동차는 고성능의 
배터리 없이는 운전이 불가능하며, 현재 우리 연구진
들은 이런 고성능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화학 산업은 온실 가스의 최대 주범이
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브루더뮐러: 바스프에서는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문제가 전략적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지 오래
입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스프와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
에서 이 같은 목표는 매우 야심 찬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생산 시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며, 1990년 이래로
생산량은 두배로 늘어난 것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50%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성공은
지속적으로 효율을 증진시킨 끝에 가능했는데, 향후
에도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는 사실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저는 멀지 않아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스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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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가 도울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텐도르프: 엔드레스하우저는 화학 산업
의 필요에 최적화된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플랜트 가용성,
안전성, 효율성, 생태 발자국과 같은 주요한
이슈에 대해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20년간 생애 주기에
기반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 바
스프는 그 초창기 고객 중 하나입니다. 최근 
IoT의 도입에 따라 자동화 업계는 새로운
역동성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필드 
계기와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도출하
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고, 이를 다른 정보
와 엮어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것 또한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한 기업 내에서 비즈
니스를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계를 넘어 전체 공급망 간의 프로세스
최적화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엔드레스
하우저와 바스프는 현재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할 솔루션을 위해 협력하는 중입니다.
 
브루더뮐러씨는 바스프의 최고기술책임
자(CTO)로서 그룹의 연구 개발을 책임지고
계신데, 보다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브루더뮐러: 연구개발 부서는 바스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혁신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화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
습니다. 모든 지식과 기술, 자원이 한 지붕 
아래에 모여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보다 나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 지금껏 몇 가지 조직 변경을 수행한 바
있는데, 이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마케팅, 생산, 영업팀에
소속된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보다 고객
접점에 밀접한 상태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게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바스
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업의 계기 및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여러
좋은 기회들을 창출해왔습니다.
 
브루더뮐러씨는 바스프에서 평생의 커리
어를 쌓아 오셨는데, 시야가 좁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브루더뮐러: 네, 저는 30년 동안 바스프
에서 일했고, 이 덕에 실험실부터 마케팅,
생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구석구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분야가 새로운
책임과 업무 능력을 요구했고, 저는 늘 
새로운 환경 – 사람, 책임감, 국가 – 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좁은 시야에 갇
혀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화학 업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늘 처음처럼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며 언제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기에 매순간이 새롭고, 제
앞에 주어진 챌린지를 보며 흥분하곤
합니다.

알텐도르프 씨 또한 한 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주로 어디에서 새로운 아이
디어를 얻으시나요?

알텐도르프: 저는 주로 외부로부터 자극

을 얻는 편입니다. 출장 차 전세계를 여행
하며 각기 다른 문화권의 수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고객, 엔드레스하우저의 임
직원, 산업 종사자, 기업의 임원진 등
을 만나는데요. 대학생이나 엔드레스하
우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업계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바로 이
러한 시간들을 통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알텐도르프: 바로 그 때문에 고객들이 바스
프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고, 엔드레스하
우저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미션은 고객들이 제
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혁신의 경쟁력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고객 또는
파트너사와 함께 협력할 때 많은 혁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최근 규모가 큰 글로벌 고객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니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엔드레스하우저의 인더
스트리 4.0 솔루션 또한 고객사와의 지속
적인 대화를 통해 개발된 것들입니다.
특히 바스프는 이더넷 및 프로세스 데이
터의 ERP 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 가히
선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스프에게 파트너사란 어떤 의미가 있으
며,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브루더뮐러: 다양한 업계의 전문 기업들이
수십년간 바스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
습니다. 바스프는 파트너사 선정에 있어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하곤 합니다. 요
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만이 바스프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트너사로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오랜 기간 함께 일합니다.

알텐도르프: 화학 산업에서 바스프와 엔드
레스하우저의 협력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돈독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바스프는 
엔드레스하우저의 글로벌 고객사 중에
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고객인데, 단지 기업
의 규모 만이 아니라 엔드레스하우저가
바스프와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온 신뢰
할 수 있는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루트비히스하펜
(Ludwigshafen)에 위치한 바스프에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지식을 상당히 넓힐 수 있었으며, 여러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많
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엔드레스
하우저와 바스프간의 파트너십은 화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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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의 정신을 형상화한 조각상,
‘충성심과 책임감’
스위스 라이나흐에 위치한 엔드레스하우저 본사를 비롯해 최근 사옥을 새롭게 건립했거나 생산 공장을
증설한 엔드레스하우저의 법인 건물에는 모두 둥근 고리 형태의 조각상, ‘충성심과 책임감(Loyalty
and Responsibility)’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마드리드, 아부다비 등 전세계 37여 곳에 설치된
이 조각상은 확고한 가치와 명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엔드레스하우저만의 기업 문화를 나타내는
동시에 기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소, 고객, 직원, 주주 간의 강력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2대 CEO이자 현재 감독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클라우스
엔드레스(Klaus Endress) 의장의 오랜 신념과 철학이 조각상의 둥근 고리 모양으로 형상화되기까지,
그 생생한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러하듯, 조각상 ‘충성심과 책임감’ 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또한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클라우스 
엔드레스 의장과 조각가 브루노 구타우저(Bruno Guthauser) 씨
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클라우스 엔드레스 의장이
애완견과 함께 자주 들르던 숲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충성심과 책임감’ 이라는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룹의 CEO로서 기업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가꿔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클라우스 씨는 ‘예술’ 이 지닌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믿었고, 조각가인 브루노씨에게 충성심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브루노 씨는 ‘조각의 형태가 간결할수록,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보다 강력해진다.’ 는 믿음을 기반으로, 조각상의 초기 디자인으로
반지 형태를 구상했습니다. 이후, 고객, 임직원, 주주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84cm의 청동 링을 구성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점차
구체화되었으며, 완벽하게 맞물린 톱니 바퀴처럼 서로 맞물린
세 조각의 조립 방식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더욱 결속시키는
‘결혼 반지’ 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고객, 임직원,
주주의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일례로, 주주가 이익을 기업에 환원할 경우, 이는 R&D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014년, 클라우스 엔드레스 의장은 그룹의 차기 경영인이 될 마티
아스 알텐도르프(Matthias Altendorf) CEO에게  ‘충성심과 책임감’
의 가장 초기 버전인 30cm 크기의 청동 조각상을 선물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몇 년간 14,000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우리 모두는 엔드레스하우저
의 홍보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만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한
알텐도르프 CEO는 임직원 개개인이 고유의 가치를 개발해
낼 때만이 기업의 문화와 가치 또한 증진될 수 있으며, 조각상을
매개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충성심과 책임감’ 은 새로운 건물이 증축되
거나 처음으로 문을 연 법인의 기념식에서 수여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동시에 엔드레스하우저만의 기업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충성심과 책임감’은 중공 주조 방법으로 금형을 이용해 제작
되고 있으며, 현장에 설치된 조각상은 받침대의 무게를 빼면
120kg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될 현장의 돌로 조각상의
받침대가 완성됩니다. 받침대에는 기업으로서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새겨 넣음으로써 고객, 직원, 주주의
책임감에서 더 나아가, 기업이 갖는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인
책임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각의 형태가 간결할수록,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보다 강력해집니다.”
조각가 브루노 구타우저

challenge compan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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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
클라우스 엔드레스 의장 &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CEO가 바라보는 오늘과 내일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강타한 올 한 해,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서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또한 작년 대비 증가한 발주와 함께 2020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실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해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요체는 무엇인지 클라우스 엔드레스(Klaus Endress) 감독이사회 의장과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Matthias Altendorf) CEO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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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라우스 & 알텐도르프씨.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엔드레스하우저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알텐도르프: 코로나 이슈로 인해 엔드레스하우저 뿐만 아니라
고객사 모두가 즉각적으로 변화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즉시 출장 및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점차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했습
니다. 이는 임직원과 고객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변함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운영 상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기를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고객사의 플랜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지를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알텐도르프: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떠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해 대비 훨씬 더 많
은 발주와 함께 2020년을 맞이했는데, 코로나19는 종국에는 어
떤 형태로건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
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생산 설비와 프로세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품질 향상, 생산성의 증가, 자원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써 고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맞이
한 위기의 시기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엔드레스: 우리가 고객과 시장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한 비즈
니스는 언제나 이어집니다. 전세계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고, 기대
수명과 삶의 질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물과 음식, 에너지, 약품 등 다양한 생필품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
에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
해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다 정밀한 측정 기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엔드레스하우저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존재감을 발
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엔드레스
하우저 또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디지털적으로는 타격을 입지 
않았을 뿐더러 모든 국가와 산업군은 이 상황에 발맞추어 과거와
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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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사태의 비슷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엔드레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와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금융 위기는 몇몇 세계적인 은행
들의 문제가 실제 경제에 반영된 것이고, 당시에는 매우 급격한 
경기 침체가 동반되어 마치 고객들이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했으며, 당시 경험했던 많은 것들과 긍정적 깨달음이 
현재의 상황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 또는 이와 같이 불완전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알텐도르프: 금융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엔드레스가
(家)는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엔드
레스하우저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연대와 책임감을 바탕
으로 임직원과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엔드레스하우저는 다시 있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준비하고자 기업의 건전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2019년은 이미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
지만, 2019년, 엔드레스하우저의 경영 성과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텐도르프: 엔드레스하우저가 거의 모든 산업, 지역에 걸쳐
성장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업계에 속한 경쟁사
들에게도 2019년은 나쁘지 않은 해였습니다. 큰 규모의 프로
젝트가 드물었음에도 여러 고객들과 다양한 중소규모의 프로
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난 몇 년 지속해
온 노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이 빚어낸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기후 변화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었는
데요. 엔드레스하우저에는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알텐도르프: 우리는 고객들이 에너지 소비와 자원 낭비, 오염 배
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이 엔드레스하우저의
비즈니스의 핵심이며, 매일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도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물론 아직
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언제나 앞장서 미래를 준비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할 것입니다.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엔드레스하
우저가 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텐도르프: 엔드레스하우저는 에너지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을 증축하거나, 통근 시 이용
하는 대중교통, 출장 등이 현재 우리가 남기는 생태 발자국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적인 사무실 또는 공장을 건립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캐나
다는 최근 100% 에너지 자립형 건물을 축조했으며, 환경을
위해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해당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엔드레스하우저의 많은 고객들이 여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알텐도르프: 네, 좀 복잡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인 식음료 산업을 예로 들어 보면, 이들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유제품 산업군의
많은 가축 농가들은 메탄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렇
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할까요? 그건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
객들로 하여금 메탄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는,
가능하다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고
하게 설계된 기술적 솔루션과 진보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세월간 알텐도르프씨와 엔드레스씨를 이끈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알텐도르프: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제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 어날리틱예나(Analytik Jena)에서 실험실 분석전문가로 근무
했던 동료 역시 바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면밀한 바이
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 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엔드레스하우저는 중국 전역의 병원을
비롯해, 불과 10일만에 우한에 지어진 응급 시설에도 코로나19
관련 실험실 기술을 공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
는 데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이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엔드레스: 인정이 곧 저를 움직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양한 곳
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University of Freiburg)에서는 명예 위원이 되었고, 독일 연방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바젤
(Basel) 지역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바젤 대학교(University of 
Basel)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내게 맞는 방법과 관점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란 사람에게 미
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뇌는 곧바로 도파
민과 옥시토신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통증 완화 물질인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합법적
인 방법으로 인간을 고조되게 하며 신뢰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삶에서나 프로페셔
널한 직장에서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CEO 클라우스 엔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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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의 젊은이들을 위한
우르스 엔드레스의 특별한 프로젝트
엔드레스가(家)의 일원이자 주주이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간 엔드레스하우저 프랑스 법인의 
대표 이사로 재직한 우르스 엔드레스(Urs Endress)씨는 우르스 엔드레스 재단을 설립한 이후, 카메룬의 젊
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해왔습니다. 오늘날 엔드레스하우저라는 기업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드 앰베서더로 근무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현재 재단이 후원
하고 있는 지뢰 제거 프로젝트에 참여해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르스 엔드레스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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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스 엔드레스 전(前)대표이사는 스물
한 살, 카메룬으로 떠났던 첫 여행을 결코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프로드 차량을 운전
하며 알제리에서 사하라 사막을 거쳐
카메룬까지 아프리카를 횡단하던 그는 
한 마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 날의
특별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주민들은 식사
를 권하며 우리를 초대했고, 우리가 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한 환대는 젊은 우르스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이후에도 몇 번이고 카메
룬을 다시 찾게 만든 것은 물론, 엔드레
스하우저 프랑스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
무하던 20년 동안 프랑스어가 폭넓게 사
용되는 불어권 아프리카(Francophone 
Africa) 시장을 책임지게끔 만듭니다.

경제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젊은이들
이도시를 떠나거나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향하는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젊은이들 또한 고향에서 비전을 품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앞날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하기 시작했고요.”
 
스위스에서 우르스 전대표이사는 회사 
안팎에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
금을 조달하고,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
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
원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이들은 서른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대해 그는 “지인뿐 아니라 저의 아이들
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그리고 엔드레스
하우저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꺼이 자
신의 휴가 마저 포기하고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
해 6개월마다 밴드레팜을 방문하고 있
습니다. 전직 학교 교장인 자원 봉사자는 
마을의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전기 기
술자인 자원봉사자는 카메룬의 젊은이
들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며, 금융 전문
가인 자원봉사자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
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등, 봉사 활
동의 양상과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67세가 된 지금도, 우르스 전대표이사는 
여전히 한 해에 두 번은 카메룬을 여행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합심해 밴드레팜 (Band
refam)마을에 거주는 3,500여명의 거주
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르스 전대표이사의 이 같은 결심은, 밴
드레팜 출신이자 자신의 고향에서 개발 프
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던 전직 가라테 선
수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르스씨는 그와 카메룬까지 동행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돈 문제를 떠나 그
개발 프로젝트에는 전문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저는 엔드레스하우저에서 근무한 
평생 동안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사람들을

카메룬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 경우
에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숙련된
엔지니어가 나선다든가, 혁신 센터와
교내 식당 설계를 위해 건축가가 설계를
맡는 등, 말 그대로 밴드레팜이라는 마을
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모두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기업
차원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르스 전대표이사는 로컬 프로젝트 매니
저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덧붙
이며, 그 과정에서 그가 엔드레스하우저
조직 내에서 쌓아온 경험이 매우 유용했
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일에 임하지 않으며, 그저 사
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엔드레스하우저다운 사고방식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르스 전대표이사는 
또한 교육이야말로 모든 것의 열쇠이고,
누군 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필요한
지식을 주는 것이라 밝히며 교육의 중
요성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여기에서
도 마찬가지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
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르
스 전대표이사가 지원 프로젝트의 대표
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르스 전대표이사는 자선 활동을 고안
하면서도 사업가의 마인드를 잃지 않았습
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밴드레팜의
제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목조 작업장을 가장 먼저 축조할 계획이
었지만 그보다는 농사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걸 깨닫았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지만,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하며, 당시의
관찰상을 회상했습니다.“농부들은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해도 새 신발을 구입할

우르스 엔드레스(Urs Endress)는 기계 공학
학위를 취득한 이후 34년간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서 다양한 업무와 직책을 소화하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6년
까지 엔드레스하우저 프랑스 법인을 진두지
휘한 것을 끝으로, 현재는 그룹의 핵심 고객
관리 및 글로벌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
다. 많은 이들의 진심을 담은 노력 끝에 이미 
프로젝트는 성공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합
니다. 학생들의 역량이 증진되고 있고, 고향을 
떠나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기까지 한데,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한
열정을 과시하고 있는 우르스 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밴드레팜 마을을 향한 본인의 
열정은 식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 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창립자인 조지 H 엔드
레스의 뜻을 이어 회사에서 34년간 근무
하며, 유량계의 기술 발전과 아시아 시장으로
입지를 확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
던 우르스 엔드레스씨의 앞날을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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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건강 전도사,
김세욱 과장이 전하는

코로나19시대의
건강관리법

challenge company magazine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김세욱입니다. 코
로나 19가 초래한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확진자 수가 연일 오르락 내
리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초 2월, 뉴
스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CO-
VID-19)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
도 그 누구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전될
것임은 몰랐을 것입니다. 10월부터는 출
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
면 1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며,
직장 생활 10년만에 처음으로 전사적
재택 근무라는 ‘기현상’도 경험하게 될 
줄은 말이죠. 평소 회사 내에서 ‘건강충’,
‘설명충’이라는 캐릭터로 굳어진 게 달갑
지는 않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여러분
들의 멘탈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리
고자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 증
후군(respiratory syndrome), 흔히 알고 
있는 폐렴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동물에게서 비롯된 병원체
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며, 예전에도 중
동호흡기증후군(MERS_middle east re-
spiratory syndrome)과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_severe acute respiratory syn-
drome)이 급성 호흡기 질환의 일종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 호흡기 증후

첫째, 물을 되도록 자주, 그리고 많이 드
십시오. 우리 인체의 70~80%는 물로 되
어 있고, 특히 혈액의 9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인체 면역의 99%를 관장하는 백
혈구가 바로 이 혈액을 통해 활동합니
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체
내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
적이며 깨끗한 혈액이 인체 곳곳을 순환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 물은 35~60 ℃ 정도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플랜트 내 각각의 어플리케
이션도 조업에 적합한 공정 온도가 있듯
이 우리 몸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 보다도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우
리 몸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세포의
생성과 체내 기관의 작동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체온이 1℃ 낮아지면 
몸의 대사 작용이 12% 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 커피나 음료는
수분 섭취에 해당되지 않으니 명심해
주시고, 따뜻한 물을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입
니다. 인터페론(interferon)은 인체 내 유
입된 바이러스의 세포 합성을 방해하는 
당단백질로, 인터페론이라는 이름 자체
가 ‘방해하다’의 뜻을 가진 interfere에서 
유래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C가 바로 이 인터페론의 생

군은 폐렴의 일종으로 기침, 인후통 및 발
열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유사하지
만, 폐렴과는 달리 감염이 곧 사망으로 이
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코
로나 19의 사망률은 우리나라 기준, 1.6% 
로 메르스나 사스가 각각 20%, 10% 였던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
지만 코로나 19가 이전 대비 더욱 ‘유명’
해진 것은 바로 높은 ‘전염성’ 때문입니
다. 실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 활
동량이 많은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장 많
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래로 약 3개월 만
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온 인
류가 백신의 개발과 이에 따른 코로나바
이러스의 종식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백신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아니라
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균
(bacteria)과 달리, 페니실린이나 반코마
이신과 같은 항생제로 죽일 수 있는 대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균은 세포
막, 세포벽, 단백질 그리고 핵으로 이루
어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통해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핵을 공
격하여 말그대로 죽일 수 있지만, 바이
러스는 핵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성을 촉진하는데요. 겨울철 비타민이 풍
부한 과일을 섭취하여 감기를 예방하고
자 하는 것도 바로 비타민이 가지고 있
는 인터페론 유도 기능 때문입니다. 일
반적인 직장인의 평소 식단을 보면 대
부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과 같은 열량소 위주의 식단입니다. 하
지만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아연, 셀레늄, 구리 그리고 엽산
과 같은 미량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과일과 채소
보다는 삼겹살에 소주가 더 좋지만, 건
강한 면역 체계를 위해서라면 과일과 야
채를 잊지 말고 꼭 챙겨 먹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설탕을 멀리하십시오. 단
맛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세로토닌
을 일시적으로 분비시켜 행복감을 느끼
게 만듭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쉽게 노
출되는 직장인이나 육아맘이라면, 단맛
의 유혹을 떨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식
사 후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는 마카롱이
나 흑당 버블티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
복을 주곤 하니까요. 하지만 설탕 100g이
면 백혈구의 활동 능력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일 맛 우유에는 
평균 8개 이상의 각설탕(약 27g)이 들어
가고, 평소 무심코 즐기는 콜라 한 캔, 떠
먹는 요구르트, 케익 한 조각에도 10개
에서 최대 28개가량의 각설탕이 사용됩
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혈구의 활동력
이 곧 면역력입니다. 따라서 세균과 바이

생물체를 숙주로 삼아야만 증식이 가능
하다는 특이성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
를 찾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시키는 방
식을 택해야 합니다. 즉, 백신은 바이러
스가 숙주로 삼은 생물체의 항바이러스
성 항체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바이러스
로 하여금 더 이상 숙주를 찾지 못하도
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설령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 자
체가 정상적인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
도록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immune system)’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항체를 만들어 내고 항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견고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뻔한 것들이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챙기
기에는 여간 쉽지 않은 사소한 습관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등과 같이 매우 기초적인 것들입니
다. 이에 덧붙여, 알아 두면 일상 생활에
서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강철 면역을
만드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스에 대항해 일명 ‘열일(hardworking)’
하는 백혈구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면 
단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 꼭 단 것
을 먹고 싶다면 오후 3~4시에 섭취할 것
을 권장 드리는데, 오후 3, 4시 경은 인슐
린 분비가 많은 시간으로 그나마 당 흡
수가 느려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도 또 다른 펜
데믹 바이러스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사회
적 차원의 방역을 통해 차단해야 할 대
상인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방어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엔드레스
하우저 임직원 여러분들을 포함해 우리
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짧게나
마 건강에 목을 매는 사람으로서의 역량
을 발휘해보았습니다. 모두 곧바로 실행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의식적으로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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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불시착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천혜의 자연과 그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액티비티가 관광객을 사로잡는 융프라우 지역, 
낭만으로 가득한 도시 취리히의 아름다움 

2019년 12월 방영을 시작해 2개월간 인기리에 방영되었고 그 이후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 지역 넷플릭스에서도 시청자 수 상위권에 랭크되며 큰 화제를
모은 tvN의 토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정부로부터 숨겨
주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 분) 사이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요 복선을 담은 현지 촬영지가 스위스로 알려지며 촬영
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실제로 엔드레스하우저 스위스
본사에 근무 중인 젊은 층의 직원들 또한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직원들에게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를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윤세리가 삶의 끝을 고민하는 순간 바라본 아름다운 스위스의 풍광과 패러글라
이딩 체험, 세 남녀의 엇갈린 운명의 복선을 담은 지그리스빌(Sigriswil) 다리, 드
라마 시작 소개 영상 중 보이는 스위스의 도심 풍광 등,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함
께 바라보고 경험한 스위스는 어떤 곳일까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
에 많은 제약이 생겨난 근래이지만, 다시금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을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의 주요 촬영지와 각 지역에서의 추천 액티비티를 스위스
정부관광청의 소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hallenge compan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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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융프라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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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이네 샤이덱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은 아이거 북벽(Eiger North 
Face) 바로 발치에 자리해 있는 구릉지로, 전 세계의 등반가들과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기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이거 글래시어 역(Eiger Glacier Station)에서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아이거 트레일(Eiger Trail)을 따라가면 
알피글렌 (Alpiglen)에 도착하게 는데, 이는 스위스에서 가장  인상
적인 하이킹 투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클라이네 샤이덱 역은 여름
에는 매력적인 하킹을, 겨울이면 스키와 터보거닝(tobogganing,
목제 썰매를 타고 눈 쌓인 언덕을 활주하는 스포츠)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추천경험
 

스위스의 하늘을 날으며 알프스의 진면목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
까요? 패러글라이딩은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교육
만 받으면 전문 강사와 함께 두 명이 같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텐덤(Tendem) 패러글라이딩’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네 샤이덱 뿐 아니라 스위스 알프스 산악 전 지역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데, 두 명이 같이 패러글라이딩을 매, 언덕을
달려 내려가다보면 어느샌가 공중에 부양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치 아래로 기막힌 알프스의 풍경이 펼쳐지고, 전문 파
일럿은 하늘 위에서 독수리처럼 원을 그리며 패러글라
이딩의 진수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융프라우(Jungfrau), 아이거
(Eiger), 묀히(Mönch)와 쉴트호른(Schilthorn) 봉우리까지 한
눈에 알프스가 빼곡히 시야에 들어오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놓치지 마십시오.

2. 이젤트발트: 
에메랄드 빛 브리엔츠 호숫가에 자리
잡은 동화 속 마을 트레일
브리엔츠 호수 위로 팔레트 한 가득한
계절의 색채가 반사됩니다. 특히 이젤트발
트(Iseltwald) 호숫가를 따라 걷다가 허기가
몰려오면 마을 레스토랑에 들러 브리엔츠
(Brienz) 호수의 맑은 물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 요리를 맛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배가 부르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한 면으로는 비취색 물빛이, 다른
면으로는 황금빛 나무들이 즐비한 길을
따라 아름다운 기스바흐(Giessbach) 폭포
와 호수 위로 웅장하게 자리해 있는 같은
이름의 호텔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천경험

뵈니겐-이젤트발트: 세 개의 폭포 트레일
뵈니겐(Bönigen)에서 이젤트발트(Iselt-
wald)를 거쳐 브리엔츠(Brienz)까지 세 개의
폭포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즐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트레일을 따라 하이
킹을 하면 인터라켄(Interlaken) 휴양지에 
있는 세 개의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
의 체력과 컨디션에 따라 루트를 완주하
거나 세 번에 나눠 걸을 수도 있습니다. 
루트 상의 뵈니겐, 이젤트발트, 기스바흐
(Giessbach), 그리고 브리엔츠 등은 버스, 
보트, 혹은 기차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천경험

기스바흐 폭포와 그란드호텔 기스바흐
브리엔츠 호수의 또 다른 명소로는 기스바
흐(Giessbach) 폭포가 있습니다. 포효하는
폭포는 500미터 높이에서 수 없이 많은 다
른 단계를 지나 호수로 떨어지고, 마치 동
화 속의 성처럼 보이는 역사적인 그랜드
호텔 기스바흐(Grandhotel Giessbach)는
폭포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푸니쿨라(산악 기
차)로 기스바흐에 자리한 부잔교에서부
터 바로 호텔과 거대한 폭포까지 올라
갈 수 있는데, 푸니쿨라는 놀라운 기술적
혁신성과 현대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백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간직한 만큼 로맨스
와 향수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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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취리히(Zü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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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쉴트호른
해발고도 2,970m에 자리잡은 쉴트호른(Schilthorn)은 아이거, 묀
히, 융프라우가 포함된 일명 “스위스 스카이라인(Swiss skyline)”
이라 불리는 360도의 파노라마 전망과 회전 레스토랑 피츠 글로
리아(Piz Gloria)의 맛있는 요리로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
니다. 1967년부터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 계곡의 슈테헬
베르크 (Stechelberg)부터 산정상까지 공중 케이블카가 운행되
고 있는데, 방문객들은 “본드 월드(Bond World) 007”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전시를 관람하거나 새로 꾸며진 “007 명예의 거리(Walk 
of Fame)”에 들러 제임스 본드(James Bond)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 역 브리그(Birg)에서는 마치 발 아래가 뚫린 듯한
바닥을 걸으며 아찔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워크
(Skyline Walk)”와 “스릴 워크(Thrill Walk)“가 있습니다.

추천경험_쉴트호른 정상에서 뮈렌까지의 겨울 스키 체험
 

쉴트호른만큼 첫 스키를 배워보기 좋은 스키장은 없습니다.
노련한 스위스 스키 강사에게 최상급의 파우더 스노우 위에서
스키를 배워 본다는 것은 정통 알파인 스키로 스키를 시작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쉴트호른 정상에서 뮈렌
(Mürren)까지 이어지는 스키장은 융프라우 지역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스키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곳곳에 깎아지른 경사면이 도사리고 있고, 길게 펼쳐진 다운
힐은 스키의 맛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케이블카와 T 바를 비
롯한 현대적이고 편리한 스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낭만적이면서도 웅장한 알프스 파노라마가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2970m에 위치한 쉴트호른 정상에서 시
작되는 스키 슬로프는 장장 54km에 달하며, 뮈렌 근처에는
보더들을 위한 펀파크가 조성되어 있어 아찔한 스노우보드
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1. 취리히: 사람과 자연, 예술을 대하는 격이 있는 도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취리히에서 촬영을 진행한 곳은, 취리히
최고의 전망대, 린덴호프(Lindenhof) 입니다. 취리히 구시가 중간
언덕 위에 자리한 광장으로, 리마트(Limmat) 강을 따라 이어지는
취리히의 구시가지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예
술은 미술관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모토로 도시 전체를 
예술의 장으로 만들고 있기도 한 취리히에는 거리의 사인물부터
공공 시설 까지 세련된 디자인 감각이 녹아 있습니다.

호숫가 대도시 취리히 에는 크리에이티브한 도시 분위기가 찬란
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행사와 다채로운
박물관, 푸드 페스티벌,  스위스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나이트
라이프로 밤낮 없이 활동적입니다. 찬란한 햇살이 부서지는
물결과 그 위로 반사되는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려면 리마트
강의 보트를 타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강과 호수에 자리한
야외 수영장에서 알프스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경험_자전거 타기
 

스위스 전역에는 잘 설계된 자전거 루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물론, 산악 자전거 코스도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
에 누구나 한 번쯤 즐겨볼 만 한데, 특히 취리히에서는 ‘쥐리 롤트 
(Züri rollt)’라는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자전거를 한 대 대여해 두 바퀴로 취리히 구시가지 곳곳을 둘 
러보기 좋습니다. 도시형 자전거나 이바이크, 어린이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 여권과 CHF 20의 
보증금을 대여소에 맡기면 됩니다. 스위스 국립 박물관(Swiss
National Museum)과 포스트브뤼케(Postbrücke) 다리 남단에서
연중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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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리히 서부: 산업지역에서 유행을 창조하는 구역으로
     의 변모   
지난 10년 간 취리히 서쪽의 버려진 산업구역은 밝은 빛을 발
하는 장소로 새로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곳엔 푸른색과 녹색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프라임 타워(Prime Tower), 토니-아레알
(Toni-Areal) 예술대학,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철교 아치, 임
비아둑트(Im Viadukt)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
펴보고,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고 싶다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때 배를 만들고, 모터를 조립하던 장소는 이제 화려한 도시
의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박의 여
지가 없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몇 개 꼽자면 우선 서쪽에 있
는 프라임 타워(Prime Tower)를 들 수 있습니다. 스위스 내에
서 두 번째 높은 건물로 꼽히는 빌딩이죠. 또한 레스토랑과 바
를 갖춘 매력적인 도시 정원인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Frau Ger-
olds Garten)과 이웃한 프라이탁 컨테이너 타워(Friday container 
tower)를 빠뜨릴 수 없고, 마지막으로 임 비아둑트 길을 따라
여유롭고 기분 좋은 산책을 즐기면 완벽한 여행이 완성될 것
입니다.

추천경험_웨스트 쇼핑 체험
 

취리히 도심이 모던하고 세련된 정취라면, 취리히 서부는 개성
이 뚜렷한 열정적인 풍경을 지닌 곳입니다. 취리히 서부 지역은
1890년부터 산업 지대로 큰 역할을 해왔던 곳인데, 1980년
대 산업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공장들이 이주를 하거나 문
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공장들이 철수한 뒤, 광활한 1.4km2의
지대가 그대로 버려지게 되나, 창조적인 기업들에 의해 2000년
대부터 다시 새롭게 부각되기에 이릅니다. 

최근 트렌디한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곳으로, 밤마다 올빼미
족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극장과 콘서트장 등 각종 문화 시설
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바
로 이 곳에서는 쇼핑을 즐겨 보길 추천 드립니다. 빕킹어(Wip-
kinger)와 레텐(Letten) 고가는 450m 길이의 거리 장터(Mar-
ket street) 로 변신해, 고급 식료품점, 바, 고서점, 갤러리, 목
공예 공방, 아트 스튜디오 등이 함께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임 비아둑트(Im Viadukt)라 불리는 이 곳 장터에서는  다양한 
패션을 만나볼 수 있는 의류 매장은 물론, 유기농 식자재나 고
급 와인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에서는 맛깔난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천과 부품을
이용하여 세계 유일의 디자인 가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
명한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의 플래그숍도 이 곳에위치해
있습니다. 19개의 녹슨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건물 제일 꼭대기
에는 취리히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세컨핸드숍과 주말 벼룩시장도 볼거리입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표지 이미지 및 본 스위스 관광 정보는 스위스정부관광청이 저작권이 귀속되어
무단 전재 및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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