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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ress+Hauser Academy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고객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파트너

그룹 정보 (2015)
•
•
•
•

매출 : 약 2조 7,750억원
순이익 : 약 2,180억원
자기자본비율 : 73%
임직원 : 12, 952명

그룹 구조
• 스위스 본사 설립년도 : 1953년
• 영업 지사 : 47개국에 134개
• 생산 공장 : 스위스, 독일, 프랑
스, 영국, 이탈리아, 체코,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브라질, 남아
프리카

사업 영역
• 레벨계,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분석계, 기록계 등
• 시스템 구성품
• 자동화 솔루션
• 서비스

고객 산업군
•
•
•
•
•
•
•
•

화학/석유화학
식음료
제약
석유 및 가스
발전
상하수처리
제약/ 금속
기타 (신재생에너지, 조선 외)

Open and transparent: The Sternenhof building in Reinach,
Switzerland reflects the culture of Endress+Hauser

엔드레스하우저는 다양한 범위의 계측기기, 서비스 및 산업 공정 엔지니
어링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으로 전 세계의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약 13,000여명의 ‘공정 자동화를 실현하는 사람들
(People for Process Autom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이
현재 영업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드레스하우저는 약 5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지사가 없
는 곳에는 대리점을 두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에게 빠르고, 유연한 대응과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엔드레스하
우저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
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엔드레스하우저에게 있어 이익은 목표가 아닌 성공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건실한 73%의 자기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품질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정성과
파트너쉽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고객과 임직원 그리고 파트너들과
신뢰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aking the difference with new technology

엔드레스하우저의 성장 동력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공정 자동화를 위한 노력

집중화된 전문성
엔드레스하우저의 생산 본부는 생산, 제품 관리, 연구
개발과 물류 구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에서는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엔드레스하우저 생산
공장들을 위한 핵심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브라질, 중국,
체코,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주로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제품과 계기에 대한 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적인
혁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15년에는 새로
개발된 236개의 기술혁신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하였으며,
엔드레스하우저는 현재까지 총 5,691개의 유효특허권과
특허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드레스하우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하여 연 매출의 약 7%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엔드레스하우저는 내일과 모레에도 지속될 성공은
나눠야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드레스하우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업적 책임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Facts & figures
•
•
•
•
•
•
•

매해 2,000,000개 이상의 제품 판매
2,000개의 이상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10일 이내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
연구개발 분야에 연 매출의 7% 투자
900명의 임직원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담당
매해 약 230개의 신규 특허 신청
5,300개 이상의 유효특허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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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location & Venue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여의도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0층

여의도 전경

세미나 장소 : 여수 MVL 호텔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111

그랜드볼룸 홀 I & II

Speakers of the seminar

정범석 (John Jung)

강경국 (KK Kang)

류용환 (Max Ryu)

이진규 (JK Lee)

김성록 (SR Kim)

유량계 담당
02-3660-0384
010-4938-2763

수질분석계 담당
02-3660-6722
010-4938-2887

가스분석계 담당
02-3660-6720
010-4938-2713

탱크게이징 담당
02-3660-0371
010-4938-4115

레벨계 및 압력계 담당
02-3660-0352
010-4938-2752

Making the difference with new technology

Seminar details
주제

비용 절감을 위한 신기술 소개

일시

2016년 6월 23일 (목)

장소

여수 MVL 호텔 1층, 그랜드볼룸 홀 I & II

사전등록

http://www.kr.endress.com/events/overview-seminar-roadshow/
yeosu-seminar-2016/registration-yeosu-seminar-2016

행사 관련 문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팀

전화. 02-3660-0367, 6725
팩스. 02-2659-2839
메일. event@rok.endress.com

Program
Time

Duration

Program

13:00 ~ 13:30

30 min

Introduction of Endress+Hauser (엔드레스하우저 소개)

13:30 ~ 14:20

50 min

14:20 ~ 14:40

20 min

Coffee break (경품 추첨)

14:40 ~ 15:10

30 min

효율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위한 스마트 수질분석계

15:10 ~ 15:40

30 min

분광가스분석계기를 이용한 비용 절감 및 공정관리 최적화

15:40 ~ 16:00

20 min

Coffee break (쉬는 시간)

16:00 ~ 16:50

50 min

다양한 탱크게이징 프로토콜 통합을 위한 솔루션 소개

16:50 ~ 17:10

20 min

Coffee break (경품 추첨)

17:10 ~ 17:50

40 min

17:50 ~

유량계 신기술 소개

(2선식 코리올리 유량계, 자가 검증기능, 가스 밀도계)

기계식 레벨 측정 기술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자식 레벨 측정 기술

Closing & Hotel buffet (경품 추첨 & 호텔 뷔페 )

*전체 일정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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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ress+Hauser Korea Co., Ltd.
서울 본사
Tel 02-2658-7200
Fax 02-2659-2838
info@rok.endress.com
www.kr.endress.com
여수 지사
Tel 061-691-5721
Fax 061-691-5725

Official agents in Yeosu region
울산 지사
Tel 052-274-9448
Fax 052-274-9449
부산 지사
Tel 051-971-6560
Fax 051-971-6564

한국미래원자력(주)
Tel 061-692-6094
Fax 061-692-6096
kfnc@kfnc.co.kr
(주)두레엔지니어링
Tel 061-793-1633
Fax 061-793-1637
dureco@dure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