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절한 유량 컨설팅과 선택으로 배관, 설계 및 설치 비용 감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 위해 

FLEXIM과 유량 기술 협력

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   에머슨은 공정 프

로젝트(CAPEX Project)의 유량 공정 설계, 유량계 

선택, 유량계 설치를 최적화하여 프로젝트 실행에 

발생하는 위험요소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FLEXIM과 협력하기로 했다.

에머슨은 FLEXIM과의 협력을 통해 정해진 일

정과 비용에 맞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을 겪었던 고객에게 FLEXIM의 클램프-온 형식 

초음파 유량 기술과 에머슨이 보유한 광범위한 배

관 연결 형식 유량계를 활용해 프로젝트 초기 단

계 및 주기 전반에 걸쳐 엔지니어링과 설치 비용,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기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

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됐다.

FLEXIM의 비삽입형 유량 기술은 클램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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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초음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측정이 쉽지 

않은 공정에서 가장 뛰어난 측정 성능을 자랑하는 

비삽입형 유량 측정 솔루션이다. 양사의 협력을 통

해 고객에게 정확히 필요한 유량 측정 기술을 제

공하고, 에머슨이 추구하는 가치인 프로젝트 수행

의 확실성을 지원해 준다. 프로젝트 수행의 확실성

이란 고객의 자본재 프로젝트 수행 성과가 상위 

25%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에머슨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에머슨의 유량 기술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초

기 단계에서 고객의 프로젝트 팀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비용을 제거하고, 발생하는 변경 사항

을 수용하며 자본재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줄여왔

다. FLEXIM의 초음파 유량계는 비삽입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배관이 조립된 후에도 유량계를 설

치할 수 있어 엔지니어링, 배관작업 및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일정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에머슨과 FLEXIM

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유량 기술을 보유함으로

써,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가장 적합한 유량 기

술을 선택해 엔지니어링과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

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의 유량 솔루션 부

부 사장인 브렛 샤나한(Bret Shanahan)은 오늘

날 시장에서는 프로젝트를 능률적이고 비용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주기 초기에 기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 말하며 FLEXIM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큰 자본 효율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

한 유량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한다고 밝혔다.

FLEXIM의 영업 마케팅 상무이사인 귀도 슈와

네캄프(Guido Schwanekamp)는 FLEXIM은 자

본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에머슨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

준의 유연성이 높은 비삽입형 유량계와 에머슨의 

숙련된 프로젝트 팀이 함께한다면 완벽한 시너지

를 낼 것이며, 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재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맞춰진 솔루션을 제

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소유 총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에 설립된 FLEXIM은 액체와 가스의 부

피 및 질량 유량 측정을 위한 고정식 및 이동식 비

삽입형 초음파 유량계를 제공한다. 베를린에 본사

를 둔 FLEXIM은 북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및 

호주에 운영 및 영업을 위한 지사를 두고 있다. 물, 

에너지, 석유, 가스, 화학, 전력 등 사실상 모든 산

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

flexi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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