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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진

지능형 솔루션이
전체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에너지 수요와 특정 에너지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
입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를 줄이고 관련 비용
을 통제하려면 에너지 소비 기계(예: 콤푸레셔, 냉
동 드라이어 등)가 혁신적인 기술에 맞춰 지속적
으로 발전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러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압축 공기 스테이션
의 효율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상
호 연결 요소가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더 많이 사
용됩니다. 예를 들어 냉각 축압기와 저압 손실(ΔP)
이 있는 압축 공기 건조 시스템, 생성 및 수요를 원
활하게 할 뿐 아니라 유해한 전환 손실을 최소화하
고 압축 공기 공급 신뢰성을 높이는 적절한 설계
의 압력 용기, 마스터 압축 공기 관리 시스템과 함
께 가장 효율적인 기계를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기계를 꺼주는 첨단 내부 콤푸레셔 컨트롤러, 온
도 조절식 공기 및 수냉식 냉각, 압력 손실을 최소
화하는 응축수 관리, 압축 공기 누출 감지 및 제거,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으로, 전체 시스템
의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적으로 설계
된 열 회수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 영향 요인을 효율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으로 결합하려면 먼저 정확한 압축 공기 요
구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실제 압축 공기 수
요 프로파일은 시간 경과에 따른 함수(ADA)로써
어떻게 보입니까? 가능한 낮게, 필요한 만큼 높게
유지해야 하는 최소 필수 작동 압력은 얼마입니
까? 작동 압력을 1바 줄이면 설치된 총 스테이션
전력의 전체 효율이 6% 증가합니다. 이러한 영향
요인은 정확한 측정을 통해 정확한 적용 요구 사항
을 식별할 경우에만 동시에 작동하여 최적의 전체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요구사항

한국 지사장 성창제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구성, 추가 이동 및 생
산 공정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압
축 공기 스테이션이 작동하는 동안 이러한 분석
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
한 압축 공기 가용성이 달성되고 전체 시스템 효
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은 단일 장비나 기술의 문
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총 효율을 달성하기 위
해 상호 연결된 여러 지능형 솔루션의 시너지 결
과입니다. KESS와 같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
반 최적화 도구 및 후속 데이터 분석은 필요한
시스템 특성을 결정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은 CO2 배출을 줄이
고,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보호 과제를 충족하
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압축 공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필수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세스입니
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용도에 맞는 분석은 특
정 측면을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첨
단 측정 시스템과 지능형 시뮬레이션 기반 알고
리즘 덕분에 가능해졌으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환경 및 기후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이 까다롭고 영향력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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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압축 공기 스테이션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추출

함부르크 소재 Abfall-Verwertungs-Gesellschaft mbH(Waste Management Services
Ltd)는 Indaver Group에 속하며 유해 및 산업 폐기물의 제어된 고온 소각 관리를 전문으
로 하는 최초의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 분야의 개척자로서,
1971년 독일 최초로 이러한 유형의 시설을 열었으며 오늘날까지 환경 및 품질 기준은
업계의 벤치마크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온 소각은 함부르크에 있는 Abfall-Verwertungs-Gesellschaft mbH의 핵심 사업입
니다. 1990년대에 대대적인 현대화를 거친
후 이 회사의 유해 폐기물 소각 플랜트는 오
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시설
중 하나가 되었고, 연간 최대 159,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배기열을 함부르크의
지역 난방 시스템에 공급하여 인근 열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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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통해 최대 30,000 가구에 난방을
제공합니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

고온 소각은 세심하게 제어되는 공정이며,
광범위한 최첨단 연도 가스 처리를 포함합
니다. 이 플랜트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
는 2개의 동일한 소각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소각 라인은 자체 다운스트림 연도

가스 처리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검
사와 유지보수를 번갈아 가며 받을 수 있고
시설을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연도 가스 처리와
결합된 최적의 소각 조건은 배출량을 절대
적으로 최소화합니다. 실제로 AVG의 플랜
트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는 연방 배기 가스
규제법(17. BImSchV)에 의해 설정된 한계
값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소재 면

허 당국의 훨씬 더 엄격한 요구 사항보다도
낮습니다.
각 소각 라인의 중심은 12m 길이의 회전 가
마이며, 이 가마는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
전하여 폐기물을 순환시키고 철저한 소각을
보장합니다. 뒤이어 바닥 재가 수조에서 냉
각되는 동안 연도 가스는 2차 연소실로 운
반되어 다이옥신 및 푸란과 같은 나머지 유
기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폐열 회수 보일러
내부에서 연도 가스는 대부분의 열을 방출
하여 과열 증기를 생성하고, 이 증기는 지역
난방 시스템으로 공급됩니다. 전기 집진기
가 냉각된 가스에서 미립자를 제거하는 반
면, 다양한 습식 처리 단계는 중금속, 염화수
소 및 이산화황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

소각 플랜트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다이
어프램 펌프를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고, 연
소실과 전기 집진기에서 연도 재를 내보내

고, 가마와 2차 연소실의 폐기물을 가루로
만듭니다. 압축 공기는 또한 시설의 안전 잠
금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
스템은 압력이 3.8bar 미만으로 떨어지면 플
랜트를 정지시킵니다. 생산 관리자인 Thomas Pöth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
시적이라도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면 더 이상 소각로를 작동할 수 없으며 전
체 플랜트가 폐쇄될 것입니다. 압축 공기 공
급의 신뢰성은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합니
다." 기존 시스템의 일부는 1997년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고 나머지는 2014년
에 추가되었는데, 기존 시스템은 더 이상 이
기본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플
랜트의 유지보수 및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Lars Schubert는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수
요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점차 확장
하면서 2개의 160kW 콤푸레셔가 결국 용량
한계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18
년에 새로운 저장 탱크가 건조되어 더 많은
압축 공기 다이어프램 펌프가 작동하면서 공
기 수요가 다시 증가했고, 공기 스테이션을
교체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곧 분명해
졌습니다. AVG Hamburg는 "사용 가능한 최
상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국의 규정

을 염두에 두고 KAESER 영업 팀에 연락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의 공기 수요 분석
(ADA)을 통해 현재 요구 사항이 7.0bar의 압
력에서 3 x 30m³/min인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그러나 개요는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
는 것 외에도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수용하
도록 새 스테이션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공간 측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KAESER 공기 스테
이션이 2021년에 완전히 새로운 홀 안에서
시운전되었습니다. 현재 4개의 DSDX 305(
최대 작동 압력 8.5bar) 로터리 스크류 콤푸
레셔는 고품질 압축 공기의 안정적인 공급
을 보장하는 반면, 2개의 HYBRITEC DTI
668-902 드라이어는 새 콤푸레셔와 나머지
구형 콤푸레셔 모두에 대해 압축 공기 처리
를 보장합니다. 한편, 전체 시스템은 SIGMA
AIR MANAGER 4.0 마스터 컨트롤러로 모
니터링 및 제어됩니다. 시스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Thomas

Pöthe와 Lars Schubert는 유지보수 및 서비
스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
명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결론
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높은 기술 표준, 우
리에게 제공된 뛰어난 지원 및 신뢰할 수 있
는 KAESER 서비스에 매우 만족합니다."

왼쪽 이미지:
다운스트림 압축 공기 다이어프램 펌프가 있는
추출 스테이션
오른쪽 이미지:
각 소각 라인의 중심은
12m 길이의 회전 가마입니다.

우리는 높은 기술 표준과
신뢰할 수 있는
KAESER 서비스에 매우 만족합니다.

(생산 관리자, Thomas Pö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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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ER 터보 블로워를 선택한 이탈리아 이스트 전문업체

플로렌스의 이스트
증산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이스트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중
세의 양조장에서는 이스트를 돌보고 증식시키는 이스트 경작자를 고용했으며, 19세기
에는 제빵용 이스트 생산을 위한 최초의 산업 공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진정
한 열정과 현대 생산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플로렌스의 이스트 전문업
체 ZEUS IBA는 이스트의 산업적 제조에 전념해 왔습니다.

플로렌스 중심에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
당과 피티 궁전으로부터 자전거로 단 20
분 거리에 ZEUS IBA의 생산 시설이 있습
니다. 오늘날에도 Grechi 가문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기원은 과일 젤라틴과 겔화
설탕을 생산하던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 회사는 제빵
용 이스트의 산업적 제조에 첫 발을 내디뎠
고 1980년대에는 이것이 주요 제품이 되었
습니다. 이 가족 소유 회사의 발전에서 중요
한 이정표는 산업용 제빵 이스트의 글로벌
제조업체인 LALLEMAND와 협력하여 2016
년에 출범한 합작 투자였습니다. 2020년부
터 Lallemand Group이 100% 소유한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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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ZEUS IBA는 새로운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비즈니스라는 뿌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식의 기적

ZEUS IBA가 산업용 규모로 생산하는 제빵
용 이스트는 Saccharomyces Cerevisiae 속
에 속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타원형의
미세 단세포 균류의 배양에서 비롯됩니다.
생산의 기본 원리는 필요한 양의 제빵용 이
스트가 발달할 때까지 이스트 세포 균주가
증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온도
와 영양 조건에서 발효시키면 하루도 안 되
는 기간에 실험실에서 단 2그램의 순수 이

스트 배양물로 몇 톤의 제빵용 이스트를 생
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양소(사탕무
의 당밀, 인 및 질소 화합물)의 공급은 올바
른 공정 조건(온도, 시간, 습도)과 함께 완제
품의 적합한 특성과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발효는 혐기성 및 호기성
일 수 있으므로 개별 생산 단계를 구현하려
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유
형의 발효 간 차이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입
니다.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양의 적합한 물
질을 첨가해야만 알코올이 아닌 제빵용 이
스트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공정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빵용 이스트는 주
로 호기성 조건에서 생산되므로 대기 중 산

높은 에너지 절약과
사실상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구동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트

(Alessio Piccini, 유지보수 및 공정 보안 담당, ZEUS IBA, 플로렌스)

소 공급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
는 가장 정교한 전자식 측정 기기의 감시하
에 대량으로 배양액에 넣어집니다.

안전하게 운용

2016년 개보수 전에 폭기 공정을 위한 공기
는 다양한 제조업체의 7개 블로워에서 제공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높은 물 소비량,
높은 비용은 회사가 직면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했으며 오일 교환 및 유지보수 측면에
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요구 사항
은 굳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유지보수 및
공정 보안을 담당하는 Alessio Piccini는 "운
영은 말할 것도 없이 불편했습니다."라고 회
상합니다. "구형 기계는 수동으로 켜고 꺼야
했고 아날로그 제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제어 밸브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동 모드가 그
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까지
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
가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KAESER의 PillAerator 터보 블로워 솔루션
은 엄청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시스템
에 장착되어 있는 자기 베어링은 비접촉식
으로 작동하고 윤활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

한 무마모 제품입니다. 또한 오일 또는 베
어링을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최첨단 기술
덕분에 상당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
다. 따라서 2개월의 시험 기간 동안 구형 기
계 중 하나를 터보 블로워로 교체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Alessio Piccini는 결과를 보고
싶어했는데, 그가 실망하는 일은 없었습니
다. 그 결과는 그의 기대를 뛰어 넘었습니
다. KAESER 터보 블로워의 측정 가능한 에
너지 절감 효과는 25%에 이르렀습니다. 이
를 통해 전체 스테이션 교체를 위한 추진력
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6개의 발효 장치
에 대한 공기 공급은 KAESER의 PillAerator
LP 8000 터보 블로워 10대에 의해 제공됩
니다. Alessio Piccini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
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블로워는 에
너지 소비를 전체적으로 30% 줄였으며 기
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연간 0.5MWh를 절
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에너지
소비 감소 덕분에 ZEUS는 모범 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에 GSE1가 발급하는
에너지
효율
인증서
GSE는 이탈리아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국영 기업입니다.

1

LP 8000 터보 블로워는 약 25%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이미지: Adobe Stock

이미지: Adobe Stock

이미지: ZEUS IBA S.R.L., 플로렌스

(TEE)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AerPillator 터보 블로워가 비용 절감
에 두 배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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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이동식 콤푸레셔로 문화 유산 보존

현대 기술로 과거 유산
의 미래 보장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을 지오
아지우는 루마니아에서 가
장 오래된 중세 예배당이 있
는 곳입니다. 1990년대 초
고고학자 Gheorghe Petrov
는 예배당이 정확히 언제 지
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한 탐
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이
상 지속되는 발견의 여정에
서 그는 건물의 외부와 내
부를 아주 세세하게 조사했
습니다. 그와 그의 팀은 관
련 발굴 작업 동안 200개 이
상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King
Ladislaus I(1077-1095)
와 King Coloman the Learned(1095-1116)의 통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오아지우의 로마네스크 양식 예배당은 루
마니아에서 가장 존속한 신성한 건물 중 하
나입니다. 원형 모양과 사용된 건축 자재로
인해 트란실바니아의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
물 중에서는 보기 드문 것입니다. 정확한 건
축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고고학적 발견, 특히
약 AD 1100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묘지
의 무덤을 근거로 한다면 이 교회는 일찍이
11세기 후반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예배당
원형 홀은 16세기 말까지 교회로 사용되었
으며, 그때 인접한 새로운 교회(개혁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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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이미지: 압축 공기는 외관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래 이미지: 교회 안팎의 수많은 세부 장식은 로
마 역사와 전통의 여러 측면을 나타냅니다.

심층적인 기술 노하우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독특한 건물을 보존하
기 위해 "Reformed Diocese of Transylvania"는 2021년에 유명한 건설 회사인 Domino Construct Expert에게 신성한 건물
의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광범위한 외관 개
조 작업에는 심층적인 기술 노하우와 전문
장비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
해 특별한 숙련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복원
부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은 외관 전문업체
인 ALPIN SHUNT가 제공했습니다. István
Cseresznyes 전무이사에 의해 2009년에 설
립된 이 회사는 역사적인 기념물과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외관 복원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현재 큰 수요가 있는 기술입
니다. ALPIN SHUNT는 갖가지 용도의 장비
를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샌드블라스팅 공
정(모래 블라스팅, 드라이아이스 블라스팅
및 하이드로블라스팅) 같은 전문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 및 기념물(예:
교회 탑) 또는 금속 구조물(예: 양철 지붕)에
대한 복원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할 때는 지
오아지우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 예배당의
경우와 같이 등반 기법을 함께 적용해야 합
니다.

건설 현장의 파워하우스
Made in Germany

압축 공기는 외관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특
수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압축
공기는 진공 청소기, 고압 청소기, 드라이
아이스 블라스터, 워터 제트 워셔, 스팀 청
소기 같은 모든 장치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필요한 압축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ALPIN
SHUNT는 KAESER의 MOBILAIR 31 및
MOBILAIR 82 이동식 콤푸레셔에 의존합니

다. 첨단 연료 절약형 Kubota 디젤 엔진과
내구성 있는 바디워크를 갖춘 이 다목적 파
워하우스는 가장 가혹한 건설 현장 조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충격 저항을 위한
회전 소결 PE 인클로저가 특징이며 직관적
이고 작동이 간편하여 건설 현장에서 매우
소중한 파트너가 됩니다. 또한 모든 유지보
수 지점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 덕분에 비용
이 많이 드는 가동 중지 시간이 방지되는데,
이러한 접근성은 복원 작업을 적시에 완료
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MOBILAIR
82에는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어 건설 현장
에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이동식 전원
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전기
모터가 포함된 무배출 e-Power 버전은 민감
한 실내 및 밀폐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모든 이미지: Sorin Gliga, GLISOR MIX SRL

교회 마당에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건
물에는 유명한 오르간 제작자 István Kolonics가 제작한 귀중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
니다. 교회 문에 있는 두 마리의 사자 조각상
과 같은 교회 안팎의 수많은 세부 장식이 로
마 역사와 전통의 여러 측면을 나타내는 것
은 흥미롭습니다. 사자 조각상은 근처 온천
을 사용한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 봉헌된 동
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자 조각상은 지오
아지우 지역에 진을 쳤던 로마 제14군단, 즉
제미나의 문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입
구의 오른쪽에는 로마 군인들이 숭배한 반
신 헤라클레스를 묘사한 옅은 부조가 있고,
바로 옆에는 로마 여성의 초상화와 함께 교
회 벽에 장례 기념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KAESER의 이동식 콤푸레셔는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압축 공기를
우리의 모든 복원 장비에 공급했습니
다.
(István Cseresznyes, 오너, ALPIN S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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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속적 운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KAESER 압축 공기 시스템

사진: Adobe Stock

비용 절감을 위한 투

퀘벡의 임업 부문은 지역 경제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이며, 주 전역 140개 농촌
및 도시 지방 자치 단체의 기간 산업입니다. 또한 임업은 약 60,000개의 수준 높은 고임
금 일자리를 제공하여 많은 가족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건물, 다
리, 스포츠 센터 및 경기장 건설에 사용되는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목재 제품으로 제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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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미지: Viviane Wybou, Wybou La Photographe

투자

SIGMA AIR MANAGER 4.0 마스터
컨트롤러는
모든 작동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보건 위기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전 세계적
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원자재 부족을 목격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전 세계적으로 수
요가 증가하고 생산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이는 공급업체 운송 문제와 생산 손
실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이에 따라 곳곳
에서 원자재가 부족해져 목재 산업에도 영
향을 미치며 Resolute Forest Products와 같
은 기업들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큰
과제를 안게 됩니다.
Resolute Forest Products는 목재 가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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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개의 기존 콤푸레셔는 각각 1982
년과 1995년에 제작되었으며 기술적 관점
에서 구식이었습니다. 실제 공기 요구 사항
에 관계없이 계속 작동했기 때문에 불균형
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는 센서 또는 중앙 컨트롤러
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스
템 성능과 효율성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기가 부족한 분배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압
력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현대화가 필수적
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
체는 압축 공기 공급의 효율성, 공기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및 신뢰성 향상을 달성하고
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새로운 압축 공기 스테이션은 3
개의 KAESER CSD 125 로터리 스크류 콤

사진: Adobe Stock

왼쪽 이미지: 2개의 5000리터 에어 리시버와 최적 치수의 배관이 일관된 시스템 압력을 유지합니다.
가운데 이미지: 생 펠리시앵 현장에서 연간 480,000톤의 목재가 가공됩니다.
오른쪽 이미지: Resolute Forest Products는 구조용 목재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의 글로벌 리더이며 60개국 이상에서 구
조용 목재 제품, 펄프 및 종이 타월을 포
함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Resolute Forest Products는 미국과 캐나
다의 40개 지역에 대리점이 있으며 발전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적인 친환경 접근 방식으
로 유명합니다. 관리하는 산림의 100%
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표준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
근 몇 년 동안 Resolute Forest Products
는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및 기업 지
배 구조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함으
로써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
정을 받았습니다.
퀘벡 북부의 생 펠리시앵 현장에서 매년
480,000톤의 목재가 가공됩니다. 현재의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경영진은 최대 운영 효율
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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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압축 공기 공급에도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공정(통나무 처리, 나
무 껍질 벗기기, 절단, 제재목 처리)에서 사
용되는 공압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
해 플랜트가 압축 공기에 의존하기 때문입
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
던 이 업체는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심
층 분석을 위해 부와브히엉(Greater
Montréal)에 있는 KAESER Canada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이전 시스템에서 새 시스템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회사의 정확한 압축
공기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KAESER
캐나다 본사의 Stephane Fortin과 그의 팀은
먼저 공기 수요 분석(ADA)을 수행했습니다.
Stephane은 "생 펠리시앵 플랜트의 기존 압
축 공기 시스템은 생산 장비의 특정 요구 사
항으로 인해 매우 복잡했습니다."라고 회상

푸레셔, 1개의 SIGMA AIR MANAGER 4.0
마스터 컨트롤러 및 2개의 5000리터 에어
리시버로 구성되었고, 에어 리시버에는 최
적 치수의 배관을 통해 콤푸레셔 룸에서 직
접 압축 공기가 공급되어 일관된 시스템 압
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에
어 리시버 덕분에 작동 압력을 거의 1bar 줄
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6%
감소했습니다. KAESER의 새로운 열 재생
식 KBD 1300 흡착식 드라이어 또한 이전
압축 공기 드라이어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
를 소비합니다. 또한 작동에는 압축 공기 흐
름의 1%만 필요하지만 이전 버전은 15%
라는 엄청난 양을 사용했습니다. 상세 분
석에서는 오래된 파이프 네트워크로는 허
용할 수 없는 압력 강하 없이 사용 지점에
필요한 압축 공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파이프 시스템은 압축 공기 네트워
크를 최적화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합니

다. 압축 공기 가용성 부족으로 인한 고비
용의 가동 중지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
터 컨트롤러는 3개의 로터리 스크류 콤푸레
셔 중 2개만 동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나머
지 3개는 중복성을 위해 남겨 둡니다. 또한
SIGMA AIR MANAGER 4.0은 콤푸레셔 3
대의 작동 시간을 균일하게 하므로

SIGMA AIR MANAGER는 비용이 많
이 드는
가동 중지 시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tephane Fortin, 영업, KAESER COMPRESSORS 캐나다)

사진: fotolia.com

모든 이미지: Viviane Wybou, Wybou La Photographe

공동 유지보수 일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KAESER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생 펠
리시앵의 목재 가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
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가동 중지 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은 먼 기억에 불과합니다. 또한
KAESER의 포괄적인 5년 보증 덕분에 이 업
체는 훨씬 더 나은 비용 관리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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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advanced GmbH에서는 종종 제품이
말 그대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르브뤼
켄에 기반을 둔 공인 테스트 기관인 이 회
사는 전기 모빌리티 기술 및 통신 장비에서
전자 결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
품을 테스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 제품의 부하 한계를 확인하는 것
이 임무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성능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수행되는 것과 같은
일부 테스트는 특히 위험할 수 있으며 내화
성 테스트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CTC
advanced의 전문가들은 항상 어떤 일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압축 공기는 우리에게 전
우리는 공급이 정지되는

(Sascha S

CTC는 Consulting,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약자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깔끔하게 요약한 이름입니다. 이전의
BZT(Federal Office for Approvals in Telecommunications)로부터
분리되어 1998년에 설립된 이 테스트 기관은 기업이 제품 검증 계
획을 개발 및 구현하고 제품의 적합성 상태를 판단하며 점점 더 복
잡해지는 전 세계 시장의 인증 절차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
다. 다년간의 경험 덕분에 CTC advanced는 글로벌 승인 규정에 정
통하며 수많은 국제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항상 최신 요구 사항을 숙
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테스트

CTC advanced의 테스트 시설에서 다루는 제품은 자동차 부품(예:
전기 모빌리티 시스템용 배터리), 비접촉식 신용 카드, 보청기 및 기
타 의료 장비에서 생체 인식 여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제품은
전기 안전, 전자기 호환성 및 거의 모든 무선 기술(0~500GHz)과 같
은 특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실은 염
수 분무, 추위 및 열을 포함한 요인에 대한 내성을 테스트하고, 파괴
테스트는 배터리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전자 결제
및 식별 시스템 테스트에 사용되는 실험실에서는 신용 카드 및 카
드 리더기 같은 무현금 결제 장치가 관련 승인 표준을 준수하는지
CTC에서는 다양한 결제 단말기가 해당 결제 수단(예: 신용 카드, 모바일 결
제 시스템)과 호환되는지 테스트합니다.

한곳에서
두 해결
CTC – 컨설팅, 테스트 및 인증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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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만큼 중요합니다.
는 것을 감당할 수 없
습니다.

Sander, IT 및 시설 관리자, CTC advanced)

IT 및 시설 관리자 Sascha Sander와 2대의 SK 22 로터리 스크류 콤푸레셔.

테스트합니다.
압축 공기에 대한 수요는 자르브뤼켄 시설
의 5개 건물 각각에 걸쳐 있습니다. 압축 공
기는 진공실, 염수 분무실 및 집진실 등 테스
트 대상을 취급해야 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그리고 RF 차폐 테스트 중에 사용됩니다. 자
동차 부품의 경우, 공압 베어링이 장착된 슬
라이딩 테이블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크
기의 진동 테스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거
대한 300kN 쉐이커(동시 기후 변화가 있는
진동 테스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무게만 3톤이고 장치의 전체 무
게는 무려 최대 30톤에 달합니다. 결제 시스
템 전용 실험실에서는 이 섹션을 위해 특별
히 제작된 정교한 기계를 볼 수 있습니다. 돔
형 테스트 벤치가 바로 그것이며, 다양한 결
제 단말기가 해당 비접촉식 카드와 호환되
는지 테스트됩니다. 여기에서 압축 공기는
이젝터 원리에 따라 진공을 생성하여 카드
를 정확히 집어넣을 수 있게 합니다.

스트 스테이션에 압축 공기를 공급합니다.
전기 모빌리티 배터리의 안전성을 테스트하
는 또 다른 건물에서는 AIRCENTER SX 4를
운영합니다. 두 개의 추가 테스트 홀에서는
압축 공기 공급이 상호 연결된 링 분배 시스
템을 통해 중앙 집중화되며 100% 중복성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압축 공기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별 구성품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각각 SECOTEC TB
19 냉동 드라이어와 DHS 4.0 에어 메인 차
징 시스템을 갖춘 2개의 SK 22 로터리 스크
류 콤푸레셔와 1개의 AIRCENTER SM 12
로 운영됩니다. 모니터링 및 제어는 SIGMA
AIR MANAGER 4.0 마스터 컨트롤러를 통
해 제공됩니다. Sascha Sander는 "우리는
이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잘 준비되어 있습
니다."라고 만족스럽게 선언합니다.

KAESER의 발견

서모
원스톱 숍

이 회사의 성공은 지속적인 확장을 의
미했으며, 그 결과 운영하던 2대의 오
래된 왕복식 콤푸레셔가 계속 증가하
는 공기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
게 되었습니다. IT 및 시설 관리자인
Sascha Sander는 회사를 위해 완전히 새로
운 압축 공기 공급을 계획하는 임무를 받았
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KAESER가 보훔에서 주
최한 압축 공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
니다."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정보를 찾다
가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
었음을 알 만큼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바
른 시스템을 결정할 때 Sascha Sander는 현
지 KAESER 영업 팀과 자르브뤼켄에 있는
KAESER의 파트너 INDRUBA GmbH의 지
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소비 지점이 현장
전체에 널리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은 주요 건물을 위한 분산 솔루션을 선택했
습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이제 KAESER의
EUROCOMP EPC 630-250과 같은 왕복식
콤푸레셔가 수많은 RF 및 전자기 호환성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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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KAESER 왕복식 콤푸레셔로 교체한 Schulz 치과기공소

완벽한 의치 세트 제작에 있어서 조화, 개성, 자연스러움은 항상 꿈꿔오던 화사하고 결
점 없는 미소를 착용자에게 선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매끄러운 외관과 완벽한 성
능으로 유명한 뉘른베르크 소재 Schulz 치과기공소의 목표입니다.
마스터 치과기공사 Peter Schulz가 2000년
12월에 설립한 Schulz 치과기공소는 20년
넘게 뉘른베르크와 주변 지역의 수많은 치
과 진료 분야에서 소중한 파트너였습니다.
전문 치과기공사는 밝고 친근한 건물에서
탁월한 근면성과 스킬로 작업을 수행하며,
빛이 사방에서 4~5개의 워크스테이션을 비
추고 있습니다. 치과기공소의 적당한 규모
는 회사 문화의 중요 부분이며, 설립자 Peter Schulz의 말에 따르면 "일관되게 높은 품
질 기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압축 공기

많은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축 공기
는 치과기공소의 다양한 적용 지점에서 중
심적 역할을 합니다. 즉, 표면을 불어내고
청소하거나 모든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
하는 시멘트 및 매립 화합물을 블라스팅하
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샌드블라스터를 작
동시키는 것입니다. 표면 마무리에 사용되
는 치과용 터빈 또한 압축 공기를 이용하며,
800~900°C의 온도에서 펠릿을 녹여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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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로 추가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스
용광로 및 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 공기의 가장 매력적인 응용 분야 중 하
나는 CAD/CAM 밀링 머신입니다. 현대 치
의학에서는 크라운, 브리지, 임플란트 보철
물, 교각치(치아 임플란트와 크라운, 브리지
또는 보철물 사이의 연결 요소) 및 장기 임
시 장치와 같은 의치 부품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해 컴퓨터 지원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
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이 치과기공소는 2년
전 이산화지르코늄, 세라믹, 티타늄, 금속,
합금, 올세라믹 및 고성능 폴리머 같은 필수
재료의 가공을 위한 새롭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디지털화 준비

새로운 CAD/CAM 밀링 머신을 구입하게 되
면서 지난 20년 동안 치과기공소에서 충실
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KAESER 왕복식
콤푸레셔는 더 이상 증가하는 공기 수요를
충족할 만큼 강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에 따라 Peter Schulz는 KAESER 영업 팀
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나는 KAESER 콤
푸레셔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웃으며 회상하면서 "이전 콤푸레셔처럼 신
뢰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

나에게 있어 품질은 모든 것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Peter Schulz, 마스터 치과기공사 겸 오너)

족의 미소
였습니다. 치과기공소의 압축 공기 요구 사
항(유량 570l/min, 최대 압력 11bar)과 제한
된 가용 공간으로 인해 KAESER i.Comp 9
TOWER T 왕복식 콤푸레셔를 선택하게 되
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콤푸레셔 블록, 2
개의 에어 리시버, 냉동 드라이어 및 내부
SIGMA CONTROL 2 컨트롤러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품이 약 1제곱미터의 공간만 필요
한 공간 절약형 하우징 내에 패키징되어 있
고 작은 서비스 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작습니다.

또한 i.Comp 9 TOWER T에는 치과기공소
에서 일상적인 작업에 도움이 되는 다른 많
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예로 에너지 소비량
을 들 수 있습니다. 속도 제어식 모터 덕분에
이 시스템은 주어진 시간에 응용 분야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확한 양의 압축 공기를 전
달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i.Comp 9가 기존의 왕복식 콤푸레셔보다 훨
씬 더 나은 특정 패키지 입력 전력을 갖고 있
으며, 이는 비즈니스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산 결과 새로운 KAESER 콤푸레셔에 할
당된 공간이 충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단 약간의 창의적 사고를 적용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시스템을 제자리에 놓기 전
에 석고판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나중에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i.Comp 9 TOWER
T가 치과기공소에 설치된 지 2년이 지났고
Peter Schulz는 KAESER 왕복식 콤푸레셔
의 신뢰성, 에너지 효율성 및 압축 공기 가용
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하고 있습니
다. 게다가 그가 구매에 만족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에너
지 효율적인 투자에 대해 부여되는 연방경
제수출통제청(BAFA)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
이 있어 조달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환불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위 이미지: 치과기공소에서는 모든 워크스
테이션에 압축 공기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위 이미지: 이 작업은 높은 수준의 집중력
과 스킬을 요구합니다.
오른쪽 위 이미지: 조화, 개성 및 자연스러움은
완벽한 의치 세트의 핵심 요소입니다.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i.Comp 9 T는
작은 가용 공간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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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회수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독일 오레 산맥의 폐수 처리장

인상적인 이중
에너지 절약

오레 산맥(독일어로 Erzgebirge)은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지대 중 하
나이며 광업 시대의 역사적 풍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독특한 산악 지역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풍경과 역사적 중요성 덕분에 2019년부
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독일 작센 주의 매력적인 봉우리 사이에 겔
레나우 지방자치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폐수 처리에 대한 책임은 1991년
공법에 따라 지방자치체 산하기관으로 설립
된 Wilischthal 폐수 처리 협회에 있습니다.
현재 16,800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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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플랜트
는 1차 및 2차 정화 기능이 있는 2개의 원형
복합 탱크로 구성되고 현재는 약 90%의 용
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체 필요

폐수 정화에는 최대의 신뢰성, 지속 가능성
및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현대화는 물론이고 복잡한 기
술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두 개의 폭기 탱크에 산소 공급

을 제공하는 기술 시스템이 중심적인 역할
을 합니다.
기존의 로터리 로브 블로워 2개 모두 수명
이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음 수준이
너무 커서 위 건물에서 또렷하게 소음을 들
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들이 전
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폭기 탱
크에 블로워가 하나뿐이어서 시스템에 중복
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계를 설치
하면 에너지 효율성과 CO2 배출량 측면에
서 훨씬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처리 플랜
트의 전무 이사 Matthias Bauer와 팀은 시설
의 기술 장비 현대화를 계획하기 시작했습
니다. 특히 두 가지 개별적인 자금 조달 방안
을 도출해야 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계산과
다양한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옵션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블로워 스테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
은 실제로 높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효율적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위치 켜기" 또는 "
스위치 끄기" 옵션만 제공했던 기존 스테이
션에 비해 훨씬 향상된 제어 범위 및 필요
한 중복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 스테이션
이 산소, 암모늄 및 질산염 함량 같은 특정 공
정 값을 기록하고 블로워 스테이션 제어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존 공정 관리 시스템과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작동한다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잠재
적 공급업체를 비교한 결과 관련 기술 기준
만 놓고 본다면 KAESER 솔루션이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AESER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또 다른 요
소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급업체는 기계가
위치할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바닥 해치를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은 블로워를 제공하
지 않았습니다.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이전
에는 2개만 장착할 수 있었던 곳에 3개의
KAESER 로터리 스크류 블로워를 수용할
수 있어 중복성 요구 사항이 동시에 충족되
었습니다. 겔레나우 처리 플랜트의 기계실
에는 현재 2개의 폭기 탱크에 공기를 공급하
기 위한 DBS 220 L SFC 주파수 제어식 로
터리 스크류 블로워 3대와 샌드 트랩용 BB
52 C 로터리 로브 블로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블로워 스테이션
의 완전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중요하
게 생각합니다.

(Ralf Scheidhauer, 공장장, 겔레나우 폐수 처리장)

심으로 모든 것이 돌
아가는 오늘날의 세
계에서 매우 인상적
인 수치입니다. Matthias Bauer와 플랜트
관리자 Ralf Scheidhauer는 모든 기대와
그 이상을 충족시킨
KAESER의 새로운 블
로워 스테이션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풀
서비스 계약은 금상첨
화 격인데, 이 계약 덕
분에 시스템 신뢰성과
성능에 대해 전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임무 완수

그렇다면 CO2 배출량 감소 요구 사항은 어
떻게 되었습니까? 수치에 따르면 무려 연간
40톤이 감소했으며,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냅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관
련하여 블로워 스테이션에는 여전히 한 가
지 트릭이 더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연간
약 7300리터의 연료 오일을 소비했던 건물
의 난방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블로워의
배기 열을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열 교환기
와 넉넉한 크기의 완충 저장 장치를 통해 압
축 중에 생성된 열을 바닥 난방으로 유도함
으로써 이 연료 오일 요구량이 60% 감소했
으며, 이는 연간 14톤의 CO2를 추가로 절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석 연료의 대체를 중

위 이미지: KAESER 로터리 스크류 블로워의
컴팩트한 디자인은 필요한 중복성을 보장합니다.
아래 이미지: 정기적인 수질 분석이 사내 실험실
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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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ER의 지능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솔루션을 선택한 Dinnissen

공정 공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

Dinnissen은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의 전체 공정을 최적화, 혁신 및 자동화합니다.

독창적인 솔루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를 잠재적인 솔루션으로 간주하고, 아
무도 보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Dinnissen의 기업 철학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베뉨에 본사를 둔 네덜란드 가족 회사는 분말, 펠렛 및 과립
의 공정 공학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1948년에 Dinnissen은 복합 사료 산업의 고
객을 위한 최초의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오
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Dinnissen 장비
와 접촉하는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
다.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이 공정 공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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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업체는 독립형 기계와 전체 공정 라인 모
두를 위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합니다. 창의적이고 상생 지향적인 기업 철
학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쌓인 70년 이상
의 경험이 결합된 덕분에 Dinnissen 솔루션

은 이제 식품, 유제품, 동물 사료 및 화학 산
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innissen은 사내에서 개발, 제조 및 테스
트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의 전체 공정
을 최적화, 혁신 및 자동화합니다. 궁극적인

하게 조화된 기업 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압축 공기
학의 조합이었습니 스테이션은 2000리터 에어 리시버와 KAE다. 따라서 최소한의 SER에서 개발한 DHS 4.0 시리즈 전자식 에
에너지 및 유지보수 어 메인 차징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또한,
비용으로 Dinnissen 운용업체는 콤푸레셔에 공급된 에너지를 재
에 고품질 압축 공 사용하여 추가적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
기를 안정적이고 효 습니다. 압축 과정에서 생성된 열 에너지는
율적으로 공급할 수 통합 판형 열 교환기를 통해 회수되며 스테
있는 KAESER의 지 인리스강 용접 작업장을 난방하고 시설의
능적이고 총체적인 중앙 난방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시스템 솔루션을 선 있습니다.
열 회수 기능이 포함된 KAESER ASD 40 T 로터리 스크류 콤푸레셔
택하기로 결정했습
니다. 새로운 홀에서
도 공간을 확보한 새
목표는 전체 공정이 항상 최대 성능과 효율 로운 압축 공기 스테이션은 KAESER ASD
성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 40 T 로터리 스크류 콤푸레셔 패키지(유량
로 공정 전문업체로서 70년 넘게 성공적으 3.92m³/min, 최대 작동 압력 8.5bar) 3개로
로 달성해 온 것입니다. 한편, 성공을 위해서 구성됩니다. ASD T 장치의 일체형 냉동 드
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혁신 기업의 현재 성 라이어는 에너지 절약 컨트롤을 통하여 고
장을 수용하기 위해 에너지 중립적인 생산 효율 성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드라이어
홀이 추가로 건설되었습니다. 공장 견학 중 는 압축 공기 건조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운영 이사 Wouter Kuijpers는 4,200m²가 넘 만 작동되며, 결과적으로 최대 에너지 효율
는 새로운 생산 홀과 하이테크 기계를 자랑 로 필요한 압축 공기 품질을 얻을 수 있습
스럽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홀에는 고급 레 니다. 3개의 Aquamat CF 9 시리즈 오일/
이저 절단 및 판금 가공 기계를 갖춘 완전 자 수분 분리기는 환경 친화적인 응축수 처리
동화된 판금 저장소가 있습니다. 대형 지붕 를 보장하고 전문업체가 완전히 폐기하는
창을 통해 풍부한 일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데 드는 비용의 약 90%를 절감해 줍니다.
열 회수 기능이 있는 독창적인 용접 연기 추 압축 공기 스테이션의 핵심은 SIGMA AIR
출 시스템이 스테인리스강 용접 홀에 설치 MANAGER 4.0 마스터 컨트롤러로, 압축 공
기 시스템 내 모든 구성품의 효율적인 상호
되었습니다.
작용을 보장하여 압축 공기 생산 및 처리를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만듭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또한 압축 공기는 새로운 홀에서 다양한 공 니다. 따라서 운용업체는 최대 에너지 절감
압 공구(예: 스테인리스강 부품용 연마 공구)
를 구동하고 레이저 절단 시스템을 작동하
는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 건물의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반영하
기 위해 Wouter Kuijpers는 새 압축 공기 스
테이션이 가능한 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
속 가능하기를 원했으며, 열 회수 역시 희망
사항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압축 공기 시스템 공급업체를 면밀하게 비
교했습니다. 결국 Wouter Kuijpers를 사로잡
(Wouter Kuijpers, 운영 이사, Dinnissen, 세베뉨)
은 것은 보르너(네덜란드)에 있는 KAESER
Compressoren B.V.의 전문가 조언과 완벽

모든 이미지: Dinnissen B.V. Sevenum (NL)

KAESER의 전문가 조언 덕분에 우리의
새로운 압축 공기 스테이션은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열 회수 기능이 있는 독창적인 용접 연기 추출 시스템이 스테인리스강 용접
홀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이테크 기계를 갖춘 새로운 생산 홀

계약을 통해 자동차 부문 공급업체에 완벽한 솔루션 제공

Industrie 4.0 및
지속 가능성

재고 관리의 "적시" 원칙은 자동차 산업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면에 "직서열"은 개념
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필요한 부품이 필요한 정확한 순간에 적절한 수량으로
조립 지점에 직접 전달되어 즉시 처리됩니다. 이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최대 운
영 효율성과 고성능 물류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관련 비용 때문에 가
동 중지 시간은 논외의 주제가 됩니다.

Light Mobility Solutions GmbH(LMS)는
자동차 산업용 외장 부품의 글로벌 공급업
체이며 이 부문에서 유럽 최고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대부분을
포괄적인 제품군의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
다. "적시" 및 "직서열" 납품 모델을 조기에
채택한 LMS는 독일에서 운영되는 4개 사
업장 중 하나인 오베르츠하우젠 소재 시설
에서 전체 범퍼 시스템을 제조하여 플라스
틱 알갱이부터 청각적 주차 보조 장치, 리
어 뷰 카메라, LED 조명 등을 포함한 완전
히 도장된 범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완전
한 가치 사슬을 고객의 조립 라인에 바로 제
공합니다.
1티어 공급업체로서 LMS에서는 자동차 제
조업체와 협력하여 원자재에 대한 지속 가
능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LMS 오베르츠하우젠의 생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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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인 Stephan Spengler는 "미래에는 제
품의 양, 상태 및 품질뿐 아니라 제품이 생
산되는 조건, 사용하는 에너지, 운영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ISO
50001에 따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
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력 소비 및 관련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값은 첨단 Industrie 4.0 기술에 의
해 촉진되는 포괄적인 기계 및 시스템 네트
워킹을 통해 제공됩니다.

오베르츠하우젠의
Light Mobility Solutions GmbH는 유럽의 주요
OEM에 전체 범퍼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SIGMA AIR MANAGER를 통해 환경
을 보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tephan Spengler, 생산 관리자, LMS 오베르츠하우젠)

오베르츠하우젠은 플라스틱 알갱이부터 완전히
도장된 범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가치
사슬을 고객의 조립 라인에 바로 제공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가동 중지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100% 중복성이 제공
되어야 합니다. 이 자동차 부문 공급업체가
KAESER의 SIGMA AIR UTILITY 작업자 모
델을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러한 고려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압축 공기
시스템용 기계를 완전히 구입하는 대신 계
약상 모든 장비에 대해 압축 공기 공급이 보
장되는 이점을 누리므로 생산 중단의 위험
이 절대적으로 최소화됩니다. 이 모델의 또
다른 장점은 월별 압축 공기 비용을 쉽게 계
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군에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문을 위한 범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압축 공기 계약

LMS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는 압축 공기
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용도가 포함되어 있
으며, 압축 공기의 신뢰할 수 있는 가용성은
부품 납품의 "직서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Stephan Spengler
는 "사출 성형 영역의 로봇은 부품을 집어넣
을 때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압
축 공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실
린더를 사용하여 부품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가공하는 조립 영역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
다. 고도로 자동화된 도장 공장에서도 페인
트를 분무하고 도포하기 위해 압축 공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합니다. 압축 공기는 적
절한 품질(순도 등급 1.4.1)로 공급되어야

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지속 가능성, 친
환경 및 CO2 저감과 관련된 회사 목표 또한
달성됩니다. 이 방식으로 LMS가 최종적으
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
든 콤푸레셔에 열 교환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열 회수를 사용하여 생산 홀
을 난방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
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압축 공기
기술

오베르츠하우젠의 작년 압축 공기 수요는
8.3bar의 압력에서 약 1,750만m³에 달했습
니다. 필요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KAESER 동력은 6개의 로터리 스크류 콤푸레
셔 형태로 집중되고, 압축 공기 처리는 4개
의 에너지 절약형 냉동 드라이어, 2개의 흡
착식 드라이어, 일련의 필터 및 오일/수분 분
리기에 의해 제공됩니다. 개별 구성품이 4개
의 개별 스테이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SIGMA AIR MANAGER 4.0 마스터 컨트롤
러를 사용하여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시
스템의 모든 요소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보장합니다. SAM 4.0은 또한 시스템이 Industrie 4.0과 호환되도록 하고 실시간 데이
터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제공하여 에너지 관
리 시스템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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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air M 255 E

최대 25m³/min의 전기 모터 장착 이동식 콤푸레셔
모든 데이터 한눈에 보기

SIGMA CONTROL SMART 컨트롤러 디스플레
이에서
또는 무선 모뎀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모든 조건에 적합

임시 운용 또는
영구적 실외 설치에 이상적

기본으로 제공되는
압축 공기 애프터쿨러

통합 마이크로필터 조합과 함께 옵션으로
도 사용 가능

내구성 있는 스키드 및
밀폐된 바닥 팬

혁신적이고 유지보수가 편리
함
신속한 실외 유지보수를 위해 유체를 외부로
배출

www.kaeser.com

컴팩트하고 환경 친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