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KORMARINE 2013 전시회에서

당사의 소중한 고객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항상 한국엔드레스하우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아낌없는 신뢰와 조언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파트너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당사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시장의 흐

름과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각종 자동화 기기들이 전시될 예정인 KOR-
MARINE 2013 전시회에서 고객님과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여 소통의 시

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그 동안 유럽의 여러 선주들로부터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아 온 엔드레스하우저의 유량계, 레벨계, 압력계, 온도

계 등 신뢰도 높은 기기 외에도 벙커미터링, 선박평형수 시스템 등의 솔

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며, 본사 및 관련분야의 글로벌매니저들과의 긴밀

한 협조를 통하여 여러 고객님들께 보다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열심

히 준비하였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고민하며 프로세스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더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전시장에서 꼭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0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대표이사 김이섭 배상

Exhibits

벙커미터링 - Bunker Metering Systems

•	 정확한 유량 측정 : 연료 공급 및 오일 상거

래용으로 적용

•	 효율적인 벙커 운영 : 질량 유량 측정을 통

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유량 측정이 가능하

며, 고정밀도의 신뢰성있는 유량 측정을 통

해 투명한 상거래 운영 구축

Exhibits

Everything you need to keep your business afloat.

질량유량계 - Promass X

•	 Coriolis 질량 유량계 “Promass X” : 대구

경 Coriolis 질량 유량계 제품으로, 최대 16

인치 제품의 도입으로 대구경의 석유와 가

스배관, 해양플랜트 등을 포함한 산업 분야

에 적용

레벨측정기기 - Level Instruments

•	 가이드 레이더 : 동시에 Overall lever과 

Interface layer 층을 측정

•	 멀티 파라미터 가이드 레이더 : 에멀전 층

이 있는 application에서도 interface와 level
을 측정

•	 정전용량식 : Interface 측정용 레벨계

•	 라디오미터리 : 비접촉 방식의 interface와 

level을 측정

Shipview

•	 선박 내 Ballast water 제어 및 분배

•	 실질적인 탱크 디스플레이(위치포함)로 

편리한 운영

•	 높은 안전등급 적용

•	 Panic키를 이용하여 비상 정지 가능

•	 연료 탱크 모니터링 기능

•	 Special SHIPVIEW의 경우, 개별 화물탱

크 관리와 동시에 포트에서 화물 유통 및 

charging, discharging 동작 제어 가능

가스측정 분석기
Spectrasensors

초음파 유량계
Prosonic 93P/93T

라디오미터리
Gamma Density

그 외에도, 엔드레스하우저 부스에 오시면 선박평형수 시스템, 분석기

기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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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breaking!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일정
장소

KORMARINE 2013
2013년 10월 22일(화) ~ 25일(금) 10:00 ~ 17:00
부산 벡스코 전시장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부스

부스번호 3A01 (제1전시장)

전시회 관련 문의

이재현 이사
김성훈 차장
김세욱 사원

010-4938-2740
010-4938-2742
010-9122-2321

본 안내문은 전시회 입장권이 아니며, 
반드시 함께 동봉된 초대권을 지참하셔야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