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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rom the CEO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황금개띠해가 밝았습니다. 그제 신문을 보니 역사적
으로도 무술년은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 개국에 이르기까지, 거국적인 사건

들로 대표되는 해라고 합니다. 올해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대대적인
규모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듯이, 무술년은 항시 남다른 의미를 더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과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임직원 모든 분들
에게도 2018년이 수년이 지나 돌이켜봐도 뚜렷이 기억에 남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2014년부터 연초마다 뉴스레터 ‘challenge’를 발간
해 지나간 한 해를 반추하는 동시에 주요 성과와 행사, 임직원들의 대소사
를 기록해 고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발간 4호를 맞
은 이번 호는, 한국엔드레스하우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17년을 기록
하는 뉴스레터이기에 더욱 각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가 1997년,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다양한
공정 자동화 기기 업체들이 업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서도 한국엔드레스하우저가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급변하

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한국엔드레스하우저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 여수, 울산 등

유수의 산업 단지가 조성된 도시에 새로운 지사 오피스를 오픈하며 보다 원

활한 고객 소통과 발빠른 대응을 위해 힘썼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밤
낮을 불문하고 급히 짐을 꾸려 해외로 출장을 나서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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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덕에 ‘일하기 좋은 외국계 회사’(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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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던 KORMARINE 2017, 엔드레스하우저만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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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 해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으니 부디 재미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facebook.com/EndressHauserKorean

담긴 신제품 소식은 물론 임직원들과 함께한 다양한 워크샵과 행사까지, 지

http://endressblog.co.kr

다음 호에서는 더욱 더 의미있는 소식들로 지면을 가득 채울 수 있게끔 2018

event@rok.endress.com

년에도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 해에도 여러분과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김이섭

본지에 게재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엔드레스하우
저의 사전 허가없이 무단 복제 및 변형해 사용할 수
없으며, 스위스정부관광청과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제공한 특별 기고문은 해당 기관 및 조직에 저작권
이 귀속되어 마찬가지로 무단 전재 및 상업적 목적
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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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드레스하우저가 걸어온 20년

1997년 설립 당시,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직원수 20여 명의 작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덧 서울 본사 외 3개의 지사를 갖

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뒤따르듯,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역시 지나온 20년
동안 갖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아픈 기억도 있었으나 그 또한 오늘날의 탄탄한 입지를 가능케 한 자양분이 되
었다고 믿습니다. 한결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9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6% 매출 성장

1997

2008

Asian Sales & Marketing
Conference 개최

한국엔드레스하우저
법인 설립

2001

울산지사 설립

2003

여수지사 설립

2007

2005

김이섭 대표이사 취임

2006

부산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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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4

일산물류센터 확장이전

유량계 현장교정 서비스 KOLAS 인정 취득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외국계 부문 대상 수상
부산지사 확장 이전
여수지사 확장 이전

2016
Strategy 2020+ 수립
2013

아시아 세일즈
& 마케팅 컨퍼런스 개최

2017

제 3회 울산 KSFM 개최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창립 20주년

2012

본사 여의도 신사옥 이전
제 2회 여수 KSFM 개최

2010

베스트 세일즈 어워드 ‘Cowbell’ 수상
제 1회 거제 KSFM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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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한

‘Advanced New Technology For Your Plant’ 세미나

지난 4월,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Advanced
New Technology For Your Plant’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100여명의 고객 여러분
들이 빼곡히 행사장의 자리를 메워주신 가운데, 레벨계, 탱크게이징, 유량계, 수질분석계 등 각
제품군의 신제품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지역 100여 명의 고객분들과 함께한 ‘Advanced new technology for your plant’ 세미나 현장

세미나의 첫 세션으로 80GHz 레이다 레벨계를 소개해 드리며

‘CA80’를 소개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제조사마다, 또 제품마다

이다 레벨계를 선정하실 수 있도록 80GHz라는 높은 주파수의

를, 유사한 구조의 플랫폼으로 통일해 한 번 사용법을 익히는

시작했는데, 엔드레스하우저는 각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한 레
레벨계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엔드레스하우저의 레벨계
에 대해 친숙하게 알고계신 여수 지역의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새롭게 출시된 레벨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셨음은 물론,

구성에 차이가 많은 관계로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샘플링 계기

것만으로도 제품을 다룰 수 있게끔 한 CA80 플랫폼의 장점을
크게 어필한 세션이 아닐까 합니다.

높은 주파수를 통해 기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까다로운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김성민 이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

평을 남겨 주시기도 했습니다.

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돌아가신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

탱크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다는

이어진 탱크게이징 세션에서는 서보타입과 레이다타입의 탱
크게이징 측정 계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반적인 탱크게이
징 구성에서부터 탱크 타입에 따른 게이지 선정, 캘리브레이션

및 프로토콜 호환에 대한 소개해 드렸으며, 뒤이은 유량계 세
션에서는 더 심플하고, 더 스마트해진 신제품 유량계 프로라
인 300/500(Proline 300/500)시리즈가 소개되었습니다. 디지
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신기술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

스, 견고하고 안정성 높은 하우징 구조 등 여러 장점이 발표에
서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장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발표 내
용에 포함되어 더욱 손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
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샘플링 분석계 플랫폼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신기
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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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아스 알텐도르프 CEO가 함께한 EPC 세미나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지난 2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EPC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미나 세션은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

향을 살펴보고, 신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소개하는 세미

벨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산업에 적용 가능한 유량계, 디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여러분들과 함께 플랜트 산업의 동
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실무 설계 시 필요한 공정
제어 관련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 사례까지, 플

랜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실질적
으로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 드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0여명의 고객 여러분들이 광화

문 포시즌스 호텔의 그랜드볼룸홀을 가득 메운 채 큰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경
영을 맡고 있는 마티아스 알텐도르프 CEO가 방한해 프레젠테
이션을 진행, 참석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뜨거운 호응을 이끌
어 냈습니다.

알텐도르프 회장은 프레젠테이션 중 한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

해 언급하면서, 저유가의 장기화로 다수의 EPC 프로젝트가 취
소 또는 장기 중단 되거나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한국 EPC 기업은 뛰어난 경쟁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니 여

전히 시장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
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은 2050년 글로벌 GDP의 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차대한 시장이며, 그 중에서도 이

미 고도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방식으
로 또 한 번의 경제적 도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하기도 했습니다.

리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세계 최초의 80GHz 레이다 레
지털 수질 분석계 플랫폼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룸 외

부 로비에는 세미나 세션에서 언급된 제품은 물론, 탱크게이징
과 Wireless HART 솔루션, FieldXpert 산업용 PDA 등, 시간적인

제한으로 세미나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주요 제품들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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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0주년 기념 KSFM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격년으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고객 여러분들의 꾸준한 성원에 보
답하는 자리인 ‘Korea Sales Force Meeting(이하 ‘KSF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울산 롯데
호텔에서 개최된 KSFM 2017은 1997년 문을 연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KSM 행사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울산 지역 고객 여러분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전 임직원, 그리고
든든한 파트너로서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대리점의 임직원 여러분들까지, 300여명이 넘는 분들이 모인 가운
데 진행 되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포부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댄서들의 화려한 춤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오프닝 퍼포먼스를 시작으
로, 김이섭 대표이사의 스피치, 신제품 레벨계 및 유량계, 분석계 등 주요 신제품에 대한 세미나가 차례대로 진행 되었습니다. 레벨

계 세션에서는 신규 출시된 80GHz 레이다 레벨계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이 호평을 받았으며, 유량계 세션에
서는 신제품 ‘프롤라인 300/500(Proline 300/500)’ 유량계의 견고한 구조를 비롯한 여러 장점을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분석계 세션에서는 가상 현실을 이용한 전자매뉴얼을 통해 분석계 플랫폼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시연했으며, 세미나 세션 종료 이후에는 레벨계 포트폴리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라이브 데모를 비롯해 세미나에서 다뤄
졌던 모든 신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 데모존을 마련해 고객 여러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울산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창립 20주년 기념 KSFM이 더욱 뜻깊은 자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 켠에 ‘소원 나무’를 마련, KSFM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과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

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작성해 나무에 걸어주신 메시지를 기반으로 매칭 기금을 조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전
달했습니다. 기부금 전액은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긴급 생계비 지원에 쓰였으며, 후원을 받은 가정의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친필로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다양한 산업군
의 고객 여러분들을 보다 가까이 만나뵙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을 아끼지 않으려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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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KORMARINE 2017에서
스마트한 선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제시하며 눈길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중 해외 참관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시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
까? 정답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조선 및 해양 산업전인 ‘KORMARINE’입니다. 코마린은 세계 4대
조선ㆍ해양 전시회로 손꼽힐 만큼 압도적인 규모와 참가사들의 경쟁력으로 주목 받아 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개최 20회를 맞이해 더욱 뜻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일찍부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역시 고객 여러분들의 큰 성원 속에 성공리
에 전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

흘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KORMARINE 2017은, 올해 역시

와 선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 청구에 대한 분쟁과 금전적 손
실을 방지합니다.

국제 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 Port), 국제해양방위산

유수분리 공정에 사용되는 레벨계 역시 참관객의 관심을 모았

라는 이름 하에 개최 되었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마린위크

장비는 측정 유체의 밀도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를 측정하기 때

가 2,770개 부스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한동안 침체

모와 고장 가능성 또한 높지만 엔드레스하우저의 동축 프로브

는 업계 관계자들의 열정과 더불어 새로운 돌파구 모색의 가능

페이스 측정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

업전(MADEX)과 함께 '마린위크(http://www.marineweek.org)'

습니다. 대다수의 경질유 유수분리장치에 장착된 기계식 레벨

에는 전세계적인 조선 불황에도 불구하고 55개국 1,390개 업체

문에 공급되는 원유의 성분이 달라지면 재교정을 해야 하며, 마

되어 있던 국내 조선ㆍ해양 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

를 적용한 유도식 레이다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정확한 인터

성을 확인케 하기도 했습니다.

인수 합병된 가스 분석 기기 전문 기업 스펙트라 센서(Spectra-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다양한 데모 시연으로 눈길을 끌며 고

다. 차후에 진행될 다양한 전시회와 이벤트에서는 더욱 발전된

객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코리올리 질량 유
량 측정 방식과 정확한 시스템 제어에 기반, 벙커링(Bunkering)

공정에서 최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벙커 측정 시스
템이 큰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의 벙커유 측정 방식은

부피량(volume)을 질량(mass)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 오일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측정량보다 팽창되었다가 줄어드는 “카푸치노 효
과”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벙

커 측정 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해 공급자

Sensors) 역시 데모를 선보여, 방문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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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자단,
한국엔드레스하우저를 찾다

한층 높고 청명해진 하늘이 가을이 무르익기 시작했음을 알리던 9월, 독일의 국영방송국인 ARD/MDR
을 비롯해 산업 자동화 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지 기자들로 구성된 여섯 명의 기자단이 한
국엔드레스하우저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주요 고객사를 방문했습니다. 기자단은 엔드레스하우저,
그리고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이 2016년 인수한 독일의 분석 기기 기업 ‘어날리틱예나(Analytik Jena)’와
같은 유럽의 선진 계측 기기, 분석 기기 기업의 기술력이 한국의 마켓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
롯해 한국의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취재하기 위해 방한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단의 방한을 조율하기 위해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의 대내외

잠재하고 있는 나라이니 이번 취재를 통해 여러 가지를 얻어갈

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다나 슈미트'도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

진출 유럽 기업들의 비즈니스 현황, 4차 산업 등을 주제로 한 활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고 있는 '마틴 랍'과 어날리틱 예나 그룹

다. 여덟명 전원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었기에 몇 달 전부터 기
대가 아주 컸다고 하는데요, 기자단의 방한 첫 날인 18일의 일정
은 성공적인 프레스투어를 위해 관계자들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시에 한국에 주재 중인 독일 기업인 및 대사관 관계자

가 한 자리에 모인 VIP 디너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
우저와 어날리틱예나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
회의소 사무총장, 잉그리드 드렉셀 바이엘코리아 대표이사가 함
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입국한 이후 가장 먼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

문에 기자단은 우선 ‘극도로 현대화된’ 도시라는 것, 그리고 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투자 환경과 한국

발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조업과 사물인터넷이 결합해 생산
성을 높이고, 맞춤형 제조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 및, 탁월한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내 특유의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인더스
트리 4.0 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 등의 대화가 오

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시너지를 위한 긴밀한 교류
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김이섭 대표이사는 “오
늘 자리를 통해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을 비롯해 슈테
판 아우어 대사, 독일을 대표하는 언론인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의 청결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 대단히 높아보인

둘째 날인 19일 일정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엔드레스하우저

로 이번에 방한한 기자단 역시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뉴

어로 이어졌습니다. 오피스 투어 후 마틴 랍의 엔드레스하우저

다는 것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
스를 통해 접한 북한과의 긴장과 대립, 삼성이나 LG와 같은 글로

벌 기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슈테판 아우어 독일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오피스 방문을 시작으로 고객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랜트 투

그룹 전략과 비전 프레젠테이션이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 되었

습니다. 이후에는 김이섭 대표이사가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룩한 경제적 성장 및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지난 20년 사를 소

company magazine

개하는 세션이 이어졌으며,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서 자리잡은

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5위, 국내 최고 높이 123층, 555m 높이

리틱예나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뒤를 이었습

광화문과 이태원을 방문해 쇼핑과 함께 이국적인 식사를 즐기

후였음에도 빠른 시장 안착 및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향후 어날

니다. 오후 일정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
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어 일정이 있었는데요, 스위스나 독일은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의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자단은 한국의 라이프사이언스 업계를 향한 정
부 차원의 공격적 투자와 빠른 성장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

스의 제3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 역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보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무
척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기자단은 여유로운 관광의 시간을 가지

를 자랑하는 롯데월드타워에 방문해 아찔한 전망도 감상하고,
며 한 주 간의 한국 방문을 돌아보며 서로의 소회를 나눴다고 합

니다. 18일 첫날 디너에서 잉그리드 드렉셀 바이엘 코리아 대표
는 "한국은 자신들이 이룩한 것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기자들 역시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에 대해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드

렉셀 대표의 말처럼 자부심을 지닐 이유가 충분한 국가이자 도
시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한국 방문 현장은
독일의 국영방송국인 MDR의 뉴스 프로그램 'Thüringen Journal'
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어날리틱예나
어날리틱예나는 1990년 독일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측정분석기술, 생명과학 및 옵토일렉트로닉스 영역의 기기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바이오분석 응용에 필요한 완벽한 시스템 및 하이엔드 광학제품을 포함해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
(LIMS)은 물론 각종 실험용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이 지난 2016년 실험실용
분석기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인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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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그룹,
디지털워크플레이스로의 전환을 통해
업무 환경 혁신에 나서다
글 컨트롤링팀 이용헌 과장
yonghun.lee@rok.endress.com

Digital
Work Place

“

지금은 오전 9시 58분입니다. 각각 한국, 모스크바, 밀라노에서 근무하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직원
들이 2분 안에 시작될 온라인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팅에 참여하는 세 사람 모두는 어떤 기

기를 사용하는가와 무관하게 회의 자료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료를 수정하고, 코

멘트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의 결과물은 실시간으로 자료에 반영되며, 세 명의 직
원은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이제 온라인 투표 도구를 이용하려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문서화 되었는지, 업무가 제대로 분배되었는지 확인한 후 미팅 메모와 추가 자료,
몇몇 링크를 공유합니다. 팀원들은 팔로-업 미팅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미팅

초대장이 발송 완료되었습니다. 미팅이 마무리된 후에는 논의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
로 돌아가 고객에게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시간은 충분히 남는군요.

”

미래의 업무 환경을 묘사하는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엔드레스하우저 네덜란드에서는 이 모든 것이 2017년 7월에 이미 현

실화되었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집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네덜란드의 IT 코디네이터

마크 보엘하워는 “물론 익숙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지만, DWP가 제시할 새로운 가능성이 무척 고무적이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다려집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company magazine

“진보는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 노벨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가 한 말입니다. 쇼의 이

같은 어록을 소개하는 이유는 작금의 시점이 전세계적으로 과학 기술, IT, 인공 지능 등 인류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엔드레스하우저의 IT 업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마티아스 알텐도르

프 CEO를 위시한 본사에서는 전세계 모든 임직원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 역량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
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진행될 프로젝트가 바로 업무 환경의 디
지털화, 즉, ‘DWP 프로젝트’입니다.

DWP란 ‘Digital Work Place’의 약자로, 보다 편리한 커뮤니케이션과 효율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모든 사무 공간을 현대적인
디지털 및 모바일 작업 환경으로 발전시키는 전사적 프로젝트를 이릅니다. DWP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고객 또

는 파트너와 협업할수 있으며, 더욱 쉽게 고객 또는 파트너 들의 작업 환경에 언제든지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공동 작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디지털화는 우리 뿐 아니라 우리의 고객과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지니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따르고, 지향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며, 더 나아가 미래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
터넷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최신 환경의 디지털 공간에서 어떠한 고객들과도 실시간 비지니스를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업무 환경의 디지털화을 위해 엔드레스하우저에서 선택한 플랫폼은 기존에 이용하던 IBM이 아닌 최첨단 기능을 제공함은 물론 지

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에서 마이크로소
프트를 선택한 것은 업무 공간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항상 받아들일 최신의 트렌드 기반의 업무 환경이 준비 되어 있으며, 고객을 위해 항상 최상의 상태로 디지털 작업 공간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작업 공간에서 보다 진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작업 공간으로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국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이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에 정부가 2015년 11월 '클라우드 컴
퓨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산업 진흥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클라우드 도입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

망됩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최신 트렌드 기술의 탑재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플
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업무 환경에서도 기존보다 더 나은 효율과,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

디서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세계 임직원들이 더욱 신나고, 재밌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고객의 다양한 요청과 변화에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은 물
론입니다. 앞으로 업무환경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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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함께했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Together We Shine 2017

글 인사팀 김라희 사원
rahee.kim@rok.endress.com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매년 연말마다 쉼 없이 달려온 1년을 반

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임직원들에게

짐하기 위한 송년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비즈니

지했다는 내용이 공유되어, 임직원들 모두가 훈훈한 분위기 속

추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다 힘찬 한 해를 다

스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가올 새해의 목표와 주력 산업
군 및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동시에 2018년, 글로벌 차

원에서 달라지는 업무 규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미리 알
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송년 워크샵은 ‘Together We
Shine 2017’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 되었는데요, ‘우리’의 역량
은 ‘나’ 개인의 기지를 넘어서고, ‘나’의 사소한 흠결도 ‘우리’ 안에

서 상쇄될 수 있으며,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팀으로서 함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1997년 문을 연 한국엔드

레스하우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자, 회사와 그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조직의 결속력과 긍정적인 방향성을 지

에 더 나은 2018년을 기약했습니다. 2018년 진행될 마케팅 캠

페인에 대한 공유를 비롯해 서비스 엔지니어의 출장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로의 전환을 통한 스마트한 오피스 환경 조성 계
획 등이 발표되었고, 이어진 2부에서는 디너와 시상식, 레크리에

이션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연말 행사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레드, 블랙, 체크로 드레스코드가 지정되어 연말 파

티 분위기를 더했으며, 그 중 가장 뛰어난 의상 콘셉트 프레젠테
이션과 캣워크를 선보였다고 인정 받은 직원 베스트드레서를 시
상하기도 했습니다.

20년을 고스란히 함께해온 20년 장기 근속 임직원들을 축하하

이어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발전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더해졌습니다.

되었습니다. 팀원 및 동료, 후배들의 축하 영상은 물론이고 가족

한 해의 비즈니스를 돌아보며 내년을 기약하는 김이섭 대표이사

맞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영상을 시청하는 임직원 모두가 마

는 기쁜 자리도 마련했기에, 송년 워크샵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송년 워크샵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엔
드레스하우저 그룹 경영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좋

아닌 근속 20주년을 맞은 임직원을 축하하기 위한 시간이 진행

여러분들이 촬영한 깜짝 영상 편지 상영까지 이어져, 20주년을
음이 뭉클해지는 감동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부서별로 감사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에는 올해의 엔젤 상, 에너자이저 상, 히든

company magazine

든기여 상 등 다양한 타이틀로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특정 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팀, 직급의 임직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

니다. 이후 신입 사원들의 다소 서툴지만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장기자랑에 이어 패스트푸드 광고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아카펠라

그룹을 초청해 단순히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카펠라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임직원이 켜켜이 화음을 쌓아 올

려 한 곡의 노래를 완성해내는 환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고, 그 어떤 악기나 효과음도 곁들이지 않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구현되는
놀라운 사운드에 직원들의 환호와 탄성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튿날에는 호텔 인근에 위치한 소무의도로 다함께 트레킹을 나서는 것으로 Together We Shine 2017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일 터이나,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연말이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자 성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와 선후배가 있다는 것 또한 근사한 일
이 아닐지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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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했어요
& 우리 순산했어요

서비스팀

P Process 팀

서비스팀

조성호 과장

정범석 과장

올해 3월에 태어난 나의 귀

광복절에 태어나 ‘광복이’로

준희가 태어난지도 벌써

지난 4월, 많은 분들의 축하

음이 넘치는 에너자이저 시

을 지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

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따

습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

김현규 대리

염둥이 시후! 항상 밝고 웃

후야, 앞으로도 늘 건강하
고 씩씩하게 자라나렴. 아
들바보 아빠가 늘 응원한다!

허철 대리

불렸던 준이가 벌써 100일
습니다. 의미있는 날에 태어

난 만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잘 키우
겠습니다. 사랑한다 준아!

100일이 지났습니다. 늘 건
름이고 앞으로도 다른 욕심

은 없으니 건강하게 잘 자
라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팀

속에 아들 승언이가 태어났

고 씩씩하게 컸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정형모 과장

유준영 대리

세일즈 A팀

마케팅팀

세일즈 B팀

서우가 태어남과 동시에 인

많은 분들께서 신경써주신

졸릴 때 빼고는 항상 기분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모든

게 태어났습니다. 한 생명이

니다. 요즘은 한창 뒤집기

에 저희 딸이 태어났다는

세일즈 A팀

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
것이 그저 새롭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서우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고, 그럴 수 있게끔 아빠
로서 온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덕분에 아들 선우가 건강하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지 아내의 출산 과정을 보
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우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록 팀장

이 좋은 듬직한 딸 수연이입
에 열중하고 있고, 먹는 걸

좋아해서 잘 때도 항상 맘
마 먹는 꿈을 꿉니다. 앞으

로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
라주길 바랍니다.

최현수 대리

가장 특별한 일은 7월 12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

하해주신 덕분에 딸이 무탈

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육아의 길이 펼쳐져
있지만,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ny magazine

저출산과 결혼 연령의 지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지만 한국엔드레스하우저는 정부 표창이라
도 받아야 할 정도로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임직원들의 결혼/출산 비율이 아주 높습니
다. 2017년에도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 서로에게 헌신하고자 약속한 임직원들, 새로운 생명이 탄
생하는 거룩하고도 복된 순간을 맞이한 임직원들이 많은데요, 당사자들의 짧고 굵은 코멘트와 함께 그
행복의 고운 결을 사진으로나마 전해 드립니다.

서비스팀

서비스팀

컨트롤링팀

세일즈 A팀

채은아, 너를 볼 수 있다는

9월28일, 많은 관심과 배려

결혼식에 정말 많은 분들께

축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걸음이 가볍고 설레는지 모

나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

민경길 과장

생각에 퇴근길에 얼마나 발
르겠다. 1년 동안 큰 탈 없이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성장
해줘서 아빠는 너무 감사하

단다. 우리 딸, 그냥 아빠랑
평생 같이 살면 안될까?

김상훈 대리

덕분에 건강한 딸 아이 유
유나가 태어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삶의

무게 또한 남다르게 느껴집
니다. 아직은 초보 아빠지
만 유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세일즈 A팀

세일즈 D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

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으로 더 오랜 기간 함께할

김아랑 대리

만났습니다. 축하해주신 모

한 번 감사 드리며, 때로는

친구처럼, 오누이처럼 서로
를 이해하고 아끼며 잘 살겠
습니다.

조정민 대리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앞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을 축

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
사 드립니다.

이용헌 과장

서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도 응원과 격려를 전해 주
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치른

만큼 앞으로는 업무에 임할
때도 더욱 더 몰입하고, 회

사 밖에서도 타인을 보다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구 대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
로서, 그리고 한국엔드레스

하우저라는 회사의 일원으
로서 맡은 바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되 예전보다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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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P칼럼

엔드레스하우저의 레벨 기술력을 집약시킨

80GHz 레이다 레벨계, ‘Micropilot FMR6x’
글 마케팅팀 정범석 과장
john.jung@rok.endress.com

레이다 레벨 기술은 가장 진보된 기술로, 온도, 진공, 가스층, 응결 같은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레벨
측정을 제공하며, 측정 방식으로는 펄스 레이더 방식과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주파수 선형 변조 신호)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FMCW 레이다 방식은 주파수로 변조된 전파를 송신 후 매질 표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의 시

간을 측정하여 연속적인 레벨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속 신호를 지속적으로 변조하고 측정하는 방식이라 신뢰할 수 있는 정
밀한 측정값을 보장하는 대신, 펄스 레이다 방식에 비해 전력 소비가 많고 전자 모듈의 비용이 고가였기에 기존의 FMCW 방식은
4선식 레벨계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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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전자 모듈이 정교해지고 소형화되어 전력 소비가 적은 2 선식 모듈이 개발되었고, 많은 연구 및 테스트
결과 FMCW 방식이 고주파 W-대역인 80GHz 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더욱 발전된 FMCW 기술을 바탕으로 엔

드레스하우저는 프로세스에 적합한 80GHz 레이다 레벨계를 개발, 2선식 80GHz 레이다 레벨계 ‘Micropilot FMR6x’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빔각도로 다양한 탱크 환경에서도 정밀한 측정 가능
80GHz 의 높은 주파수는 안테나 직경을 작게 하고 집중된 신호로 최소 3°의 좁은 빔각
도로 측정이 가능 하므로 탱크의 노즐이 길거나 탱크 내부가 복잡한 구조 및 장애물(교
반기, 레벨스위치, 방열 코일 등), 볼밸브 설치 시에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저주파 대역에서는 넓은 빔각도로 인해 탱크 벽면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 비선형
성 및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작은 탱크에서 측정이 어려웠지만, 80GHz 의 고주파 대

역의 좁은 빔각도로 인해 탱크 벽면에 가까이 설치가 가능해졌고 소형 탱크에도 측정
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주파 대역은 강한 전파를 발생시켜 신호의 감도를 높여 측정 정밀성을 ±1mm
까지 향상시키고 낮은 유전상수(1.2 이상) 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범위도 확장

되어 최대 125 m의 높이의 레벨 측정 또한 가능합니다. 분체 공정에서는 기존에 측정
에 어려움이 있었던 작은 알갱이 크기(>1 mm) 에서도 고주파의 작은 파장 덕분에 안

정적인 신호로 레벨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기본 설계는IEC 61508 안전
요구 사항과 기준을 충족시켜 제품을 개발, 최상의 안전 요건에 부합하여 SIL2 및 SIL3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가혹한 측정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 설계와 독자적인 자가 검증 솔루션
'하트비트 테크놀로지(Heartbeat Technology)' 탑재
레벨 측정 시 센서는 때때로 가혹한 탱크 조건에 노출 됩니다. 부식성인 유체, 점성이 높은 물질, 혹은 분체에 노출 될 경우 안테

나 주변에 빌드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과 같은 수용액은 탱크 안테나 주변에 결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측
정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엔드레스하우저FMR6x 는 내약품성과 내열성이 두루 우수한 ‘PTFE(Polytetrafluoroethylene, 폴리테트

라 플루오로에틸렌)’, ‘PEEK(Polyetherether Ketone, 폴리에테르에테르 케톤)’ 재질로 설계되어 안테나의 결로 현상이나 빌드업

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응축 및 빌드업에 대한 내구성을
가진 드립 오프(Drip-off) 디자인과 빈 공간 없이 완벽한 PTFE 재질로 구성된 안테나 설계를 통해 가스 침투를 방지하고 내부식성
을 향상시켰습니다.

안테나에 응축수가 맺힐 경우 드립 오프 디자인이라 자연스럽게 매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의 고주파 필터
(High Pass Filter) 는 안테나에 결로나 빌드업의 누적으로 인한 간섭 신호를 감쇄시켜 안정적으로 레벨을 감지할 수 있게 하며 추
가적으로 에어퍼지 기능을 통해 안테나의 빌드업을 방지할 수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FMR6x에는 ‘하트비트 테크놀로지(Heartbeat technolog)’라는 자가 검증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트비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기기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공정 중단 없이 언제든 기기 기능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으며, 필드네트
워크를 통해 검증을 진행한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PDF 양식의 리포트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강화된 모니터

링 기능에는 거품과 빌드업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간편한 기기 셋업 작업을 통해 거품이 강하게 있는 공정
이나 안테나 주변에 빌드업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신호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자동으로 감지하고 출력이 가능합니
다. 이를 통해 유지 보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기능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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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는

엔드레스하우저 유량계, ‘프로마스 Q(Promass Q)’
글 마케팅팀 김세욱 대리
sean.kim@rok.en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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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프로세스 배관 내에서 발생하거나 혼입되는 기포 또는 압력,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정확한 유량과 밀도 측정을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드레스하우저는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는 '스페셜리

스트'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프로마스 Q(Promass Q) 입니다. 프로마스 Q는 밀도 측정 오차 ±0.2kg/m3, 질량 유량 측정 오차
±0.1%(PremiumCal: ±0.05%)로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원유(heavy crude oil)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둘은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
니다. 두 가지 모두 끈적한 점성을 가지며 생산, 가공 공정 중에 미립 기포(bubble)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어 포켓(gas

pocket)은 공정 중 급격한 압력 이나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유량 측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생산품의 일정치 않은 품질과 상거래 공정에서의 잘못된 비용 청구 등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이 한 번은 무척 묽었다가, 다음 공정에서는 또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걸쭉하게 만들어진다고 생
각해 보십시오. 혹은 오일을 수유하는 고객이 잘못된 측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많은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거래 공정은 부피를 측정,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량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 가변적인 밀도
에 대한 측정도 요구됩니다. 이에 엔드레스하우저의 유량 측정 기술 개발 센터는 이러한 까다로운 공정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
한 노력을 쏟았고, 코리올리(Coriolis) 측정 방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유량계 생산 공장 'Flowtec'의 코리올리 프로덕트 매니저(Coriolis Product Manager) 폴 세글리아(Paul Ceglia)

는 “저희는 이렇게 까다로운 공정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량계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공정 조건에
서도 실험실 조건에서나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밀도 및 질량 유량 측정 수준을 제공하는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바로 프로마
스 Q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로마스 Q는 둥근 활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형태의 측정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튜브 형태는 광범위한 수학적 시뮬레
이션의 결과물입니다. 개발자들은 공정에서 발생할 있는 수만가지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현해 보았고, 가장 이상적인

튜브 형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폴 세글리아는 "센서는 극심한 공정 변화에도 정확한 측정값을 출력하고 가능한 최소의 압력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집 기체로 인한 측정관의 이중 진동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은 사실입니다. 특히 점성이 높은 유체 내에 갇혀버린 마이크로 버블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묽은 유체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포는 공기 분리기(air separator) 따위나 공정 압력에 의해서 쉽게 제거되는 것
과는 달리 이렇게 갇혀버린 버블들은 잘 깨지지도 않으며 정확한 측정을 종종 방해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엔드레스하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다중 주파수 기술(Multi-frequency technology) 입니다. 세글리아의
설명 에 따르면 다중 주파수 기술은 말 그대로 측정 튜브가 하나의 주파수를 통해서만 코리올리 장력 (Coriolis force)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나의 주파수에 추가된 다른 주파수 정보를 통해 기포로 인
해 발생한 오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로마스 Q는 기존의 코리올리 유량계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퍼포먼스를 보여 줍

니다. "실험실에서 조차 쉽지 않던 태스크를 실제 공정에서, 그것도 재보정 없이 말이죠.” 세글 리아가 재차 강조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엔드레스하우저만의 자가 검증 및 진단 기능인 'Heartbeat Technology'의 공정 중단 없는 인라인 검증(inline verification)
을 통해 원하는 언제든 프로마스 Q가 처음과 같은 수준의 정확한 측정값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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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수질 분석계에 확대 적용된 엔드레스하우저만의 자가 검증 · 진단 기능,

‘하트비트 테크놀로지’
(Heartbeat Technology)

글 마케팅팀 강경국 과장

kyungkook.kang@rok.endress.com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값은 효율적이며 안전한 생산 프로세스를 위해 중

요합니다. 측정 된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엔드레스하우저는 자가 검증 및

진단 기능인 ‘하트비트 테크놀로지(Heartbeat Technology)’를 수질 분석계군으
로 확장해 론칭했습니다. 하트비트 테크놀로지란 공정 중단 없이 간편하게 기기
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에

대해 미리 감지함으로써 고질적인 다운 타임 해결 및 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
게 해주는 엔드레스하우저만의 독보적인 자가 검증 및 진단 기술을 이릅니다.

공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 현장 운용자들은 정기적인 플랜트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많은 회사
들이 연간 검사를 위해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안전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장비를 반출하여 검교정을 진행
하고 있는데요. 하트비트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줍니다. 엔드

레스하우저가 하트비트 테크놀로지를 최초로 선보인 것은 유량계와 레벨계였으며, 이제는 수질 분석기에도 확대 적용되어, 보
다 손쉬운 검/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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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비트 테크놀로지가 장착된 제품은 기능적으로 진단, 검증, 모니터링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

방안으로 광범위한 자기 진단(Heartbeat Diagnostics), 운전 중에도 이뤄지는 손쉬운 장치의 검증(Heartbeat Verification), 프로세
스 및 유지 보수 최적화를 단순화하는 데이터 처리(Heartbeat Monitoring)가 그것입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석 파라미터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모센스(Memsens) 디지털 센서로 수질 분석에 관련된 통합적인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는 리퀼라인(Liquiline) 시리즈
에 적용된 하트비트 테크놀로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하트비트 테크놀로지가 탑재된 리퀼라인 플랫폼의 기기로 수질 분석 프로세스가 행해지면, 트랜스미터에 연결된 모든 메모센스
센서의 성능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상태 값이 특정 한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객은 해결 방안에 대한 명확한 진
단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포인트는 작동 중에도 쉽게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자동으로 리퀼라인 트랜스미터 및 연결된 센서에 대하여

‘Pass’ 또는 ‘Fail’이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진단에 결과를 생성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정 포인
트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예측가능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생산 품질과 안정성에 대하여

최적화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트비트 기술로부터 제공되는 진단 정보는 리퀼라인 장치 디스플레이, 생성 된 확인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필드 버스 통신 프로토콜을 통한 모니터링을 위해 DCS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트비트 테크놀로지는 리퀼라인 트랜스미터 및 연결된 각 센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의 상태는 리퀼라인 트
랜스미터의 디스플레이창을 통해 스마일 아이콘( / ) 또는 0%(열악함)와 100%(우수함)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 되어 시각화 됩
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센서가 리퀼라인 플랫폼에 연결되면 센서 상태 및 유지 보수 타이머가 100%에서 시작되어, 센서의 마모
및 마지막 유지 보수 및 이후 시간에 따라서 값이 감소되어 표시되어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하트비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작업자는 항상 측정 포인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고

장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유지 보수 작업과 현장 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루프의 가용성
과 안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운영 비용 (OPEX)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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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교정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온도계,

iTHERM TrustSens
글 마케팅팀 이진규 대리

Jinkyu.lee@@rok.endress.com

바이오, 제약, 식음료 산업에서는 내부 교정 규정과 프로세스의 중요도에 따라 1년, 2년, 혹은 3년을 주기로 수 백개의 포인트가 넘

는 온도 센서를 매번 교정하고 있습니다. 교정 시 온도센서를 프로세스에서 분리 후 교정기(오일 교정기 또는 블록 교정기)에 설치
한 다음 기준 온도 센서와 비교하여 교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정 작업은 프로세스 가동을 중단해야 함은 물
론이고 많은 포인트에 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에서는 이 같은 교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년 간의 연구 끝에 자가 교정 기능을 탑재, 센서를 프로세스에서 분

리하지 않고 운용 중 교정이 가능한 온도계 ‘트러스트센스(TrustSens)’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특히 라이프 사이언스, 식음료 산업군
에 있어 혁신적인 제품 출시가 아닐 수 없으며 현재 오직 엔드레스하우저만이 구현해내고 있는 기술입니다.

온도 센서 내부에 118℃를 기준하는 레퍼런스 소자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레퍼런스 소자는 118℃에 이르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물

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프로세스의 온도가 118℃에 도달했을 때 레퍼런스 소자의 신호로 118℃가 되
었음을 인지하고 동일한 시점에서 RTD온도 센서의 측정값을 비교, 그 차이를 감지해 교정하는 것이 트러스트센스의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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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증기 멸균 시스템 ‘SIP(Sterilization in place)’ 공정에서 프로세스 온도가 120℃로 올라갔다가 멸균이 끝난 후 식으면서
프로세스 온도가118℃를 지날 때 레퍼런스 소자가 118℃가 도달했음을 신호를 주고 RTD 가 측정한 값이 118.5℃일 때 0.5℃의 차

이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0.5℃ 이상 차이 발생시 알람이 PLC, DCS로 전달되고 확인 후 오차만큼 Off-set을 주어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118℃를 지난다고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의 속도가 최소0.5℃/min 이상 최대 16.5℃/min이
되어야 하며, 121℃이상의 공정에서 25초이상 머물다가 온도가 118℃로 내려가야 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트러스트센스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노동력만을 투입해 공정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력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
은 오직 트러스트센스의 센서가 작동 불량을 감지할 때 뿐일 것입니다. 교정 인증서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에셋 관리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필드케어(FieldCare)’ 등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트러스트센스를 개발하기까지는 10년
에 걸친 연구 개발 과정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가 전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의 네트워크는

트러스트센스를 개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관련 업계의 고객 여러분과 파트너사(社)의 다양한 경험과 진중한 조
언이야말로 트러스트센스의 출시를 가능케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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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공정에서 정확한 측정값을 보장하는 액화천연가스 분석 솔루션

스펙트라센서(SpectraSensors) ‘옵토그라프’
글 마케팅팀 류용환 차장
max.ryu@rok.endress.com

천연가스(Natural Gas)는 극저온(−162 °C)으로 액화되어 탱크에 저장되면 LNG(Liquefied Natural Gas) 운반선을 통해 다른 장소로
운송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저장 탱크에서 이동 선박으로, 또는 도착 터미널의 선박으로의 판매 행위는 종종 단일 선적에 수백

만 달러에 달하는 상업적인 가치를 수반합니다. LNG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된 정확한 에너지양을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 거기
에 단 1%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도 존재할 시,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제LNG수입자그룹(International Group of LNG Importers,
GIIGNL)에 따르면 에너지량 판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LNG 내
구성성분으로 계산 된 총 발열량(GCV, Gross Calorific Value, 이하
GCV)의 측정치입니다. 스펙트라센서 옵토그라프(Optograf™)
LNG 분석기의 장점은 극저온의 액체 상태에서 LNG의 조성 성분을
직접 분석하기 때문에, 기화기, 샘플링 또는 샘플 정제등과 같은 부
가적인 처리가 전혀 필요치 않고, 이송되는 LNG 의 실시간 모니터
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주요 수입 터미널에서 LNG 하역 기간 동안 여러
운반 선박에서 하역된 LNG CV를 분석하기 위해 GC-기화기 시스템
과 옵토그라프 LNG 분석기의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놀랍게도 옵토그라프 LNG 분석기가 기존의 GC-기화기 시스템과
비교할 때 GCV 측정치로부터 불확실성이 약 10 배 가량 개선되었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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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BTU 의 불확실성 비교-기화기 (Vaporizer)/GC 조합과 옵토그라프
LNG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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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통적인 GC-기화기 시스템은 LNG 전체 이송 배관에서
사전 기화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우 긴 이송 배관

LNG Component Ranges and Performance

에 일정한 단열 및 적절한 보온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관리
비용의 막대한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국제LNG수입자그룹에

Concentration
(Mol %)
Min – Max

(% RSD)
Precision

서는 LNG의 안정적인 흐름(대표성을 띤) 중에 샘플링을 해야

Component
Methane (CH4)

87.2 – 99.9

< 0.025

지된 동안 수집 된 데이터가 전체 에너지의 계산에 누락되어, 정

Ethane (C2H6)

0 – 4.50

< 0.5

Propane (C3H8)

0 – 4.50

< 0.5

i-Butane (iC4H10)

0 – 0.60

< 0.5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량의 실제 변화 및 흐름이 정

확히 계량 되지 않은 GCV의 LNG가 상당량 선적 될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옵토그라프 LNG 분석기는 본질적으로

LNG 유량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 LNG 이송의

GCV를 보다 완벽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 별도로 이송

되어야 하는 추가 배관이 필요치 않고, LNG 이송 관로에 직접 설
치되어 실시간으로 측정 되므로 측정 정확도에 나쁜 영향을 미

치는 기화기와 단열 보온 등 배관 유지/ 보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약 됩니다.

LNG 애플리케이션 ‘E-Pilot™’이 장착 된 옵토그라프 LNG 분석기
의 극저온용 광화이버 프로브는 매우 정확한 측정값을 제공합

n-Butane (nC4H10)

0 – 0.77

< 0.5

i-Pentane (iC5H12)

0 – 0.31

< 0.5

n-Pentane (nC5H12)

0 – 0.83

< 0.5

neo-Pentane (neoC5H12)

0 – 0.98

< 0.5

Nitrogen (N2)

0 – 0.80

< 0.5

Oxygen (O2)

0 – 0.59

< 0.5

Min –Max
Value

(% RSD)
Precision

1000 – 1196

< 0.05

Table 1: Range of LNG quality.

니다. LNG 조성의 웨버지수(WI, Wobbe Index) 및 GCV 측정치

는 기존 GC-기화기 시스템보다 최소10배이상 향상된 불확도

(Uncertainty)를 보여줄 뿐 아니라, 액체 상태의 LNG 이송배관

에 직접 설치 되므로 기존의 기화기 및 정제 & LNG이송을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스펙트라 센서 옵토그라프

LNG 상거래용 솔루션은 세계적인 LNG 거래에정확한 웨버지수

및 다양한BTU Value 를 측정하여, 구매자 및 판매자에게 높은
신뢰도의 에너지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Component
Ideal BTU (iBTU)
Real BTU (rBTU)

1002 – 1200

< 0.05

Wobbe Index (WI)

1340 – 1459

< 0.05

Table 2: LNG component ranges for the LNG custody transfer
application kit.

옵토그라프 LNG 상거래 적용 애플리케이션 구성

Optical Fiber <250 m

레이저 모듈 설치키트
극저온 액체 용 E-Pilot 광 화이버 프로브
Pilot™
Fiber Probe

Optograf™
Base Unit

광화이버 케이블(길이 : 15~250m, 플랜트 요구사항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증된 전용 LNG 상거래 이송 애플리케이션
광화이버 케이블 길이 250 미터 이하인 경우 표 1, 2에 기준한
상대 표준 편차(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제공

Isolation Valve

일반적인 반응 시간 은 180초 미만

스펙트라 센서
스펙트라 센서는 2001년 미국에서 설립된 레이저 기반의 가스 분석기 전문 기업으로,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이 정유 & 가스 산업군
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분석계 포트폴리오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인수했습니다. 본사는 텍사스주(州) 휴스턴에, 생산 및 연
구/개발을 위한 시설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엔드레스하우저 그룹에 인수된 이후 북미 뿐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제품
력을 인정 받으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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茫茫大海 紀行記
망망대해기행기

글 서비스 팀 민경길 과장

gyounggil.min@rok.endress.com

company magazine

선박의 벙커링 제품을 계약하게 되자 본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지는 중요한

시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감에 대한 지표 유량계에서 DP로 넘어가

사에서 서비스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제 벙커링 시
운전 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벙커링은

주로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MDO,
HFO를 실은 바지선을 통해 선박에 공급

이 됩니다. 작업 투입 시점이 추운 겨울이
었기 때문에 혹한의 날씨에 바다 한가운
데에서 작업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
지 알게 되었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

박조차도 세찬 바닷바람 앞에서는 금세
엔지니어 일을 시작하면서 조선소 출장
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 늠름하게 정박해
있는 거대한 선박들의 위용에 압도되어

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MDO(Marine
Diesel oil)와 HFO(Heavy Fuel Oil)가 대표

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MDO

를 선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되, 연료

가격이 높아 HFO를 대체유로 번갈아 사
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선택에는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

라 환경적인 고려 역시 작용 합니다. 중유
(Heavy fuel oil, HFO)는 황함유량이 매우

높아 대양에서만 사용하고 연근해 해역
과 배출가스 통제 구역 (ECA, Emission

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측정 정
엔지니어인 제가 더 호기심에 가득 차 흥
미진진해 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측정이 매우 까다로운 유체입니다. 이러
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유량계를 사용해야 할까요? 점도가 높은

유체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잘 알고 있던 저에게 마침 좋은 교육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습니다. 유류 바지선이 상선에 접안(接岸)
하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선주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과의
미팅 후 실제 유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의 메뉴얼 검증이 마무리
되기까지, 유체의 양에 따라 유동적이기

는 하나, 하루의 반나절 이상이 소요되는
지리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은 시스템의 각종 기능 점검과 유량계 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아 두 명이 한 조

로 팀을 이루어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본격적인 벙커링 시작 전 현
장 측정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벙커 미

터링 시스템 장비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초 유량계 설치 시 유

체에 대한 0점 교정을 실시한 후, 최초 세
팅에 필요한 각종 부가적인 작업을 실시
하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스위스 본사에서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

본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놀라웠던 점

맞춰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마린 & 오프

이 연료유의 공기 함량을 유량 측정과 동

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때
쇼어 비즈니스 담당 영업팀이 해외 상선

로의 입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었습니다.

에 대한 유류 상거래 적산량이 우리 시스
를 통해 그간 메뉴얼로 검증하던 방식, 즉
측정 릴게이지와, 온도, 밀도 , 탱크 테이

블(tank table) 등을 산출해낸 유량값과

벙커 미터링 시스템의 적산값과의 차이
가 0.4%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측정 정확도가 ±0.5% 안에

문에 결코 간단한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

정 및 컨트롤 밸브 동작 확인 등 꼼꼼히

도가 높은, 즉 거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쟁이 발생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서

거쳐야 할 작업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

영역에서는 HFO보다 황함유량이 적은 경
HFO는 앞서 언급했듯이 황함유량과 점

적 관리 추출함으로써 만에 하나 벙커 분

통상 점성이 많은 HFO의 특성 상 벙커링

간은 제품 유종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벙커링 시스템 시운전을 위한 현장 작업

유, 즉, MDO, 가솔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 시스템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추

벙커링을 시작하고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

Control Area), 그리고 육지에 있는 항구
근처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동

필을 생성, 저장된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

템에 표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베이어

확도를 보일지, 선주(船主)보다도 오히려

사용되는 에너지 오일 품목에 대해 자연

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미터링 프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끼며 거칠고 광대한 자연의 힘을 몸소

그렇게 측정된 주유량을 무얼로 검증해

억이 납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선박에

링과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

이후 드디어 벙커링이 마무리되어 벙커링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과연 엔드레스하우

금액 지불이 이루어질까 궁금해했던 기

는 포인트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

이리저리 흔들리고야 마는 걸 온몸으로

저리 큰 배가 움직이려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주유량은 어떻게 측정하며,

일들, 예를 들어 벙커 중단, 유체 버블 증

은 엔드레스하우저의 벙커 측정 시스템
시에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과,

중 거품이 형성되어 정확한 측정을 저해
들어오면 상당히 정확한 측정치로 통용

되는데 그 오차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측
정값을 보며 엔드레스하우저 벙커 미터
링 시스템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8대의 배의 벙커링 시운전에
참여하며 모두 벙커 미터링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측정 정확도 내에 들어옴을 확
인했고, 시운전 중 0.03%라는 우수한 퍼
포먼스를 확인하는 기쁨도 맛 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상거래에 적합한 라
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 전문가만이 벙

커링 업무에 종사할수 있어, 이를 위한
MID(Measuring Instrument Directive) 모

듈 D(Module D)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싱가폴에서 해당 라이선스(Certificate)

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 면접에 응했습니
다. 현재는 그저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다

리고 있을 뿐이지만, 국제적으로 몇 안 되

는 MID 인증을 받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

다는 것에 벌써부터 크나큰 자부심을 느
낍니다. 또한 제가 이처럼 정확한 장비를

시운전하고, 제가 시운전한 배가 전세계
를 운항한다는 것에도 또한 강한 긍지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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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과 과제
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배경한 부단장
www.smart-factory.kr

본 기고문은 월간자동제어계측 2017년 12월호에 단독 게재된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2017년 한 해의 출판 시장을 망라한 기사에 의하면 경제∙경영 부문을 휩쓴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국

내에서 출간된 도서 중 제목에 이 단어가 포함된 책만 무려 488종에 이르며,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지 2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이지 엄청난 열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산업 자동화, 전기∙전자 전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수 포진해 있는 스위스와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유례가 없을 만큼 폭발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다가올 머지않은 미래에 고객들에
게 과연 작금의 ‘계측 기기’ 이상의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는 그룹
차원에서는 최초로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을 주제로 한 대대적인 세미나를 앞두고 있고, 세미나의 제목은 바로 ‘미래 정상 회담
– 산업용 사물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입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역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리드 당하는 것이 아닌 리드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되

고자 쉼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아직은 그 어디에서도 완연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패키지’ 따위를 구매할 수 없
고, 숙련된 노동자의 손길을 기계로 전부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기상조를 논하는 여론 또한 많은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혁신은 항상 기존의 것을 순식간에 와해 시키거나, 변화의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촉매가 존재해 어느새 ‘기존과 다른 것’이 눈앞
에 다가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국내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과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정리한 특별 기
고문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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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재조명하다
지난 30년간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침체가 무섭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뒤쳐진다는 다양한 연구들

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리먼 사태 다음해인 2009년 1분기(66.5%) 이
래 최저 수준인 71.6%로 곤두박질쳤다 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국내 공장 10곳 중 7곳 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위기가 비단 국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조 선진화 정책을

진행하며 제조산업 부흥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채택,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나가
고 있으며 미국 역시 ICT를 바탕으로 한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 해외로 떠난 공장들의 국내 복귀를 도모하고 나선 상황이다. 일
본은 IoTㆍ로봇ㆍAI 등 스마트제조 추진전략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을 제시하고 지원팀을 설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나

서고 있고 중국마저도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제조기술 강대국을 노리는 중이다. 전 세계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공장의
스마트화’, 즉 ‘스마트공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산업용 사물인터넷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성'을 주제로 2017년 6월 개최된 독일 디지털 서밋(German Digital Summit)에서 엔드레스하우저 유량계를 살펴
보고 있는 메르켈 총리

국내 스마트공장 현황 및 성과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떠할까. 국내 제조업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0% 수준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
다. 그만큼 제조업의 쇠퇴는 국가 성장률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내외적환경 변화에 대응

해 관련 산업 전반의 제조기술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스마트공장’이 그 해결 방
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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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이란 기획ㆍ설계ㆍ제조ㆍ유통ㆍ물류 등 생산 전체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생산성 및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

상시키는 지능형 유연생산공장을 말한다.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등으로 국한되던 생산체계가 고객이 원하는 맞춤제
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문ㆍ제작할 수 있는 다품종 대량생산으로 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전략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5년에는 국내 스마트공장 사업을 전담 관리하기 위
한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설립했다. 이후 추진단은 국내 스마트공장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올해 8월 말 기

준 4,071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난해 조사에 의하
면, 도입기업은 평균 생산성 23% 향상, 불량률 46% 감소, 원가 16% 절감, 납기 35% 단축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성

과를 통한 매출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일자리 가뭄이던 지난해에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제조업 평균 대비 높은 고
용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문체부가 2016년 말 도입 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만족도(82.7%), 자사 경쟁력 강화

(93.7%), 추가 구축 및 확대 도입 의향(77.6%) 등에서 고루 높은 만족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성과를 나타내
는 숫자가 아니다.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변화를 갈망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 4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22년까지 2만개를 목표로 지원했던 스마트공장 사업을 2025년 3만개로 확대하

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삼성ㆍLGㆍ현대를 비롯한 대기업에서도 자체 계열사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며 동반성장의 모
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지난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의 임원은 “공장 내 공간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던 찰나,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물류 자

동화까지 실시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2,000평 정도의 공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 공장 건립에 대한 고민까지 덜
수 있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늘어난 이익을 제품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힘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스
마트공장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바꾸면 바뀐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company magazine

스마트공장이 풀어야 할 과제
스마트공장 보급은 분명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대기업과의 격차 감소, 일자리 창출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다만, 지금부터는 현재 착실히 진행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정책과 더불어 기반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이 종

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로봇, 센서 등 스마트공장 기반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스마트공장 확산 분위기에 맞춰 국내 기반산업 기업들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
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한 시장 창출이 함께 이뤄져야 파급력이 커진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에도 앞장서야 한다. 스마트공장이 사람과 기술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의미하는 만큼 근로
자들의 능력향상, 업무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가 육성 역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산

업부와 추진단에서는 재직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희대, 충북대, 한국산업기술대와 함께 스마트공장 운영, 로봇, 센서 등

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에서도 관련 교육을 적극 활용해 많은 인력이 업무에 필요한 수

업에 참여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술발전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직무
교육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

아울러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 역시 필요하다. 보다 많은 기업

이 스마트공장화 되어 제조 선진화의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 해외 기업과의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많은 기업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국내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이다. 단계별 지원만큼이나 수준별 지원 역시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제조업의 미래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남의 일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스마트공장’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해도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많은 돈이 들지도 않는
다. 모든 기계를 바꾸고 자동화ㆍ첨단화 시키지 않아도 제조이력(추적) 관리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추진단 홈페이지에서 우리 기업보다 조금 먼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다른 기업의 사례를 벤치 마킹하고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면서 조금씩 ‘스마트공장’이란 용어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추진단은 스마트공장 도입 초기 단계부터 사

후관리까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스마트공장화를 돕는 만큼 수시로 추진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고와 공지사항 등을 확
인하면서 스마트공장의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는 밝아진다. 미국, 독일등 제조 선진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거센 추격에 맞서 국내 여건에 맞춘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구개발은 제조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대한민국 경제 성장 등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공장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환점
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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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스하우저가 스위스 기업이라는 것은 모두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스위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되는지 질문을 던진
다면 낙농업, 다보스 포럼, 고급 시계, 철통 보안으로 이름 높은 은행, 달콤한 초콜릿 등 평소 관심사에 따라 저마다 다른 답변을 내
어 놓겠지만 역시 알프스로 대표되는 수려한 경관의 설산과 청정한 자연 환경을 떠올리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스위스정부관광청에서 오직 스위스에서만 접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이색적인 관광지와 특별한 로컬 음식들에 대한 알찬 정보를 준비
했으니, 당장이라도 항공권을 검색하고 싶게 만드는 사진들과 함께 스위스에 대해 만나보십시오.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스위스의 얼음 위 체험

검은 얼음과 이글루 빌리지 , 빙하동굴에서 헬기 빙하 투어까지,
스위스의 핫한 아이스 스팟 여섯 군데
글ㆍ사진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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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비로운 검은 얼음이 보여주는 겨울의 심연

래티슈 철도가 운영하는 알불라(Albula)와 베르니나(Bernina) 라인은 알프스를 통과하며 스펙터클한 절경을 보여 주는데, 이 구간
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르니나 특급열차에 오
르는 것인데요, 알프스의 가장 높은 지점들을 통과하며 알프스 겨울의 심연과도 같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루트 중 오스피치오 베르니나 역에서 가까운 ‘라고 비앙코(Lago Bianco)’는 겨울에 특히 특별합니다. 하얀 호수라는 뜻에 반대되는
‘검은 얼음’을 체험할 수 있는데, 햇살 가득한 겨울 날, 검고 유리처럼 매끈한 표면의 얼어붙은 호수 위를 올라가 끝을 알 수 없을 정
도로 깊은 검은 호수 속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현실에서 제법 떨어져 나온 듯한 마법같은 순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너머로 펼쳐진 산등성이 위로 노을이 내려앉으면 호수 표면에도 그 붉은 노을이 반사되어 검은 호수가 점차 핑크색으로, 뒤이어 깊
고 그윽한 붉은 빛으로 변해가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02 엥겔베르그와 체르마트의 이글루 빌리지

루체른 근교에 위치한 티틀리스(Titlis) 산 중턱, 트륍제(Trubsee) 호숫가와 체르마트(Zermatt)에 있는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산
중턱, 로텐보덴(Rotenboden)에는 아담한 이글루 마을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산정호수와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경이 사방으로 펼
쳐지는데, 스키 인파가 산을 내려간 뒤에는 산 속에 고요와 정적이 찾아들고, 이와 함께 로맨틱한 산 속의 겨울밤이 시작됩니다. 이
글루 빌리지의 분위기는 저녁 무렵 특히 로맨틱합니다. 산속에 찾아든 노을빛이 방과 복도를 따뜻하게 감싸고, 특히 엥겔베르그에
는 이글루 자쿠지가 마련되어 있어, 별 빛 가득한 하늘 아래 따뜻한 자쿠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03 마테호른의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그린델발트(Grindelwald), 혹은 뮈렌(Mürren)에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샴페인을 한 잔 마시며 빙하 투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헬리콥
터를 타고 날아오르면 융프라우를 비롯해 아이거(Eiger), 묀희(Mönch) 등 아름다운 설경으로 이름 높은 고봉이 눈 앞에 펼쳐집니
다. 헬리콥터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 빙하(Aletschgletscher)로 향하게 되는데, 빙하를 따라 펼쳐진 깊은 숲과 그
속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신비한 빛깔의 빙하를 보다 가깝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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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라이브 온 아이스

낭만적인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맞이하며 취리히와 루체른은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를 오픈합니다. ‘라이브 온 아이스(Live on
Ice)’라는 이름의 스케이트 시즌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고 있는데, 스케이트 렌트부터 안전 시설, 엔터테
인먼트 프로그램까지 철저한 준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는 취리히 호반
에 자리한 퀴스나흐트(Küsnacht)의 로만틱 제호텔 손네(Romantik Seehotel Sonne)와 루체른의 카카엘 옆 호반에 자리한 에우로파
플리츠(Europaplatz) 광장은 낭만적이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로맨틱한 겨울의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스케이트장의 부대
시설로 설치된 테라스 카페나 바에 앉아 따끈한 글뤼바인을 한 잔 맛보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겠죠?

05 슈토오스의 에어보드

루체른 근교의 산, 슈토오스(Stoos)에서는 ‘에어보드’라는 공기가 주입된 썰매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눈밭을 미끌어져 내려오는 특
별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에어보드와 썰매 전용으로 만들어진 2km에 달하는 슬로프는 슈토오스 정상인 프론알프슈톡
(Fronalpstock)에서 시작됩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열 개의 산정호수와 기막힌 겨울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고, 프론알프슈톡
으로 가는 중간역에서 손쉽게 에어보드를 대여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스피드와 겨울의 절경을 즐겨 보세요.

06 그린델발트 헬리콥터 빙하 투어

그린델발트(Grindelwald), 혹은 뮈렌(Mürren)에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샴페인을 한 잔 마시며 빙하 투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헬리콥
터를 타고 날아오르면 융프라우를 비롯해 아이거(Eiger), 묀희(Mönch) 등 아름다운 설경으로 이름 높은 고봉이 눈 앞에 펼쳐집니
다. 헬리콥터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 빙하(Aletschgletscher)로 향하게 되는데, 빙하를 따라 펼쳐진 깊은 숲과 그
속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신비한 빛깔의 빙하를 보다 가깝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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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특별한 맛

스위스 현지인들도 국내 여행할 때 반드시 챙겨 먹는 스위스 향토 음식 여섯 가지
글ㆍ사진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해외 관광객뿐 아니라 스위스 현지인들도 국내 여행을 할 때 꼭 챙겨 먹는 특별한 로컬 음식들이 있
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원도에 가면 막국수를 챙겨먹고, 제주도를 찾으면 흑돼지를 꼭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랄까요. 향토식에는 그 지역만의 자연 환경과 오랜 기간 누적된 문화적 특징이 짙게 묻
어나기 때문에, 그 특유의 맛을 보지 않고는 그 지역을 제대로 여행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들도 찾아 먹는' 지역별 머트스 트라이(Must Try) 음식 여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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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르마트의 녹인 치즈와 얇게 썬 말린 고기

체르마트(Zermatt)에서는 청정 알프스 허브를 먹고 자란 소에게 짜낸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치즈와 무공해 공기에서 말린 고기, 알프
스 언덕배기에서 햇살을 받고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을 한꺼번에 맛 볼 수 있습니다. 치즈 요리는 ‘라클렛(Raclette)’이 유명한데, 직
경 40cm 정도의 커다란 라클렛 치즈를 반으로 잘라 단면을 장작불에 녹인 후, 녹은 부분을 긁어 내어 삶은 감자에 얹어 먹는 요리
입니다. 우리의 육포에 해당되는 비앙드 세셰(Viande séchée)는 양념을 한 쇠고기 덩어리를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것인데, 이 두 요
리에 와인을 곁들이면 기가 막힌 풍미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펜단트(Fendant) 품종의 발레산(産) 와인 ‘샤슬라(Chasselas)’를
선택해 음식과 와인의 완벽한 궁합이란 어떤 것인지 느껴 보세요.

02 쉴트호른의 퐁듀와 감자전

융프라우(Jungfrau), 묀히(Mönch), 아이거(Eiger) 세 봉우리를 포함해 알프스의 드라마틱한 눈꽃 파노라마를 선사하는 쉴트호른
(Schilthorn)으로 오르기 전, 뮈렌(Mürren) 마을에서 작은 퓨니큘러를 타고 알멘드후벨(Allmendhubel)에 오르면 낭만적인 산장 레
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알프스의 로맨틱한 식사, ‘퐁듀(Fondue)’를 즐길 수 있는데요, 퐁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
듯 한 입 크기로 썬 빵, 고기, 과일을 긴 꼬챙이에 끼워 치즈를 녹인 소스에 찍어먹는 스위스의 대표 치즈 요리입니다. 여기에 감자를
갈아 둥글게 부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맛의 스위스식 감자전인 정통 ‘뢰슈티(Rösti)’도 함께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03 취리히의 버섯 크림 소스와 송아지 고기 요리

쥐르허 게쉬넷첼테스(Zürcher Geschnetzeltes)는 취리히(Zürich)를 대표하는 요리로, 작게 썬 송아지 고기에 크림소스와 버섯을 더
해 완성합니다. 취리히 스타일 송아지 고기(Zurich Style Veal)라고도 불리는데,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취리히를 장악하고 있던 길
드들의 건물인 길드홀이 현재 레스토랑으로 개조되어 이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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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생갈렌의 소맥

여기서의 소맥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것이 아니고, 소시지와 맥주를 이릅니다. 독일어권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큼직한 소시지인 ‘브
라트부어스트’ 중에서도 생갈렌(St. Gallen)의 것은 스위스 전역에서 특별히 맛있기로 손꼽힙니다. 여기에 크래프트 비어를 능가하
는 생갈렌 맥주를 함께 곁들이면 행복이란 지극히 단순한 것이며, 인생에 그리 많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미칠
지도 모릅니다.

05 베른의 육식주의자들을 위한 고기 모듬

베르너 플라테(Berner Platte)는 햄, 베이컨, 갈비, 족발, 골수가 든 뼈, 사우어크라우트, 콩, 감자가 한 점시에 푸짐하게 나오는 요리
로, 1798년 3월 5일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노이에네크(Neuenegg)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베른인들이 축배를 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집집마다 갖고 있던 재료를 모두 가지고 나와 만들었다 전해집니다. ‘콘하우스켈러(Kornhauskeller)’와 같은 베른의 미식 레
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06 빙하특급열차에서 즐기는 3코스 점심 식사

기차 여행에서도 먹거리와 마실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생모리츠(St. Moritz)부터 체르마트까지 일곱 시간을 내
달리는 스위스의 빙하특급열차(Glacier Express)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기차 내 주방에서 직접 조리한 3코스의 런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리 조리된 레토르트 음식을 데워 판매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리까지 서빙되기 때
문에 본인의 좌석에 그대로 앉아 편안하고 쾌적하게 제대로 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예약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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