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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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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화형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아이콘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 최적화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Alfa Laval은 당사가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해 내린 선택이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당사의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이는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더 적은 물과 
원자재를 사용하며 폐기물, 탄소 배출,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는 솔루션입니다. 공정을 최적화하며 
UN 글로벌 목표에 기여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전자책에서 Alfa Laval이 유제품, 식품, 음료 공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을 최대 30% 절감하는 펌프
•  물과 세정제를 최대 90% 절약하는 밸브
•  물과 세정제를 최대 70% 덜 사용하는 탱크 세정 시스템
•  에너지 소비를 최대 80% 줄이는 교반기

자동세정(CIP) 공정에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귀하의 회사는 비즈니스와 기후 목표 모두를 
달성하며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Alfa Laval에 있어 지속 가능성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당사의 모든 조치는 비즈니스 무결성, 인권, 
천연자원 사용의 최적화, 완전한 투명성을 실천하려는 노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lfa Laval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2030년까지의 탄소 중립화와 순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lfa Laval의 지속 가능한 기술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귀하의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지구에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매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tarina Paulson
Alfa Laval 지속가능성 부사장



일반적인 음료 시스템에는 지속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요소가 

있습니다. Alfa Laval은 펌프와 교반기의 

CIP 공정에 사용되는 물과 폐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제품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제품부터 유제품 공장까지, Alfa 

Laval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평균 20%가 자동세정(CIP)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Alfa Laval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에너지, 물, 세정제 소비를 

줄이세요.



연구에 따르면 설치된 모든 펌프의 90%가 적절하지 않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펌프의 최적화를 통해 전력 소비를 최대 30% 줄일 
수 있습니다. 펌프 가동 비용에 비해 구매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교체에 따른 투자회수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펌프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는 정확한 크기의 임펠러를 피팅하거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고 효율점에 
가장 가깝게 작동하는 펌프를 선택하세요. Alfa Laval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료산업 분야에서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컨트롤 밸브보다는 
인버터를 사용하는 펌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펌프 성능을 최적화하여 최대 30%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펌프를 최적화하면 
최대 30%의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고객 성공 사례

“Byrne Dairy는 환원수를 더 우수하
고 일정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30%
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 Byrne Dairy의 선임 공정 엔지니어 Mike Sima

뉴욕 기반의 유제품 제조업체 Byrne Dairy는 Alfa 
Laval LHK Prime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가변속 구동 장치 모터를 설치하여 모터 속도가 
최대 속도의 70~75%까지 감소하였고 이는 공정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우수한 성능 외에도 Byrne은 
Alfa Laval LKH Prime을 사용하며 에너지를 30% 
절약하였습니다.

제품 집중 조명

Alfa Laval LKH Prime
고급 에어 스크류 기술과 최적화된 압축기 및 케이싱 
구조를 조합한 Alfa Laval LKH Prime은 조용하고 
효율적인 작동, 에너지 소비량 및 CO2 발자국 
감소로 업계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Alfa Laval LKH 
Prime은 가장 엄격한 표준과 위생 요건에 맞추어 
제작됩니다.

https://www.alfalaval.kr/products/fluid-handling/pumps/centrifugal-pumps/lkh-prime/?_ga=2.249598406.1719919265.1608537810-144654251.1606302591


더블 블록 및 블리드 mixproof 밸브용 시트 리프트를 최적화하여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귀중한 자원의 재사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향상된 시트 리프트 및 시트 푸시 세정 방법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자동세정(CIP) 세정제의 유동에 밸브 표면을 노출하는 대신 시트를 
빠르고 반복적으로 여닫습니다. 공정상 수백 개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 Seat Lift 
및 Push를 자주 세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 사용을 최대 90% 줄이고 투자수익의 25%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밸브 세정 공정으로 세정제 비용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품 집중 조명

Alfa Laval  
ThinkTop V70
Alfa Laval ThinkTop V70은 위생적인 
밸브를 위한 선도적인 차세대 감지 및 
제어 장치입니다. 당사 Unique mixproof 
밸브 제품군 장착용으로 설계한 이 제품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버스트 시트 세정을 
자랑합니다. 단 한 번의 ‘버스트 시트 
세정’(1회의 빠른 시트 리프트에 1초 미만 
소요)으로 저지방 제품 밸브를 충분히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우수한 성능 덕분에 
물과 폐수 소비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물 소비량을 
최소화하세요

고객 성공 사례

“연간 1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던 유제품 
업계 고객은 Alfa Laval Unique 
mixproof 밸브를 사용한 시트 
리프트와 시트 푸시 세정 
방법을 미살균 우유 리셉션에 
빠르게 구현했습니다.”
– Alfa Laval의 유제품, 시장 단위 식품 산업 책임자  
Allan Bruun

Alfa Laval은 유럽의 주요 유제품 기업과 
협력하여 밸브 자동세정(CIP) 프로그램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의 이점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더 높은 세정 효율성과 70%의 물 
소비 절감을 확인했습니다.

https://www.alfalaval.kr/products/fluid-handling/automation/sensing-and-control/thinktop/?_ga=2.249598406.1719919265.1608537810-144654251.1606302591


탱크 세정에는 많은 물이 사용됩니다. 특히 제품 특성상 빈번하고 철저한 탱크 세정이 필요한 
식품 및 음료 가공 시스템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고정 스프레이 볼에서 Alfa Laval 로터리 제트 헤드로 바꾸면 물과 세정제 사용을 줄여 비용을 
70% 절감할 수 있고 세정 시간을 최대 60% 줄여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성공 사례

“당사 탱크에 Alfa Laval 로터리 제트 헤드를 새로 장착한 
덕분에 식품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물, 시간,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의 공정 엔지니어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의 자회사가 탱크 세정 작업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제조업체는 공장 내 8개의 탱크에 Alfa Laval 로터리 제트 헤드를 설치하여 세정 주기 
시간을 50%까지 절약하고 물, 에너지, 세정제, 폐수를 줄였습니다.

탱크 세정 
최적화로 
생산량과 
환경 효율성을 
높입니다

제품 집중 조명

Alfa Laval TJ 로터리 제트 헤드
탱크 세정 장치의 Alfa Laval 로터리 제트 헤드 제품군은 우수한 세정력과 
더 높은 품질의 완제품, 더 훌륭한 총 생산량을 자랑하며 물과 세정제를 
최대 70% 절약합니다. 반복되는 360° 방향 세정 패턴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물과 세정제의 필요성을 줄이세요.

https://www.alfalaval.kr/products/fluid-handling/tank-cleaning-equipment/rotary-jet-heads/tj/?_ga=2.24378490.1719919265.1608537810-144654251.1606302591


교반기는 발효 촉진뿐만 아니라 과육이 함유된 음료 혼합, 향미 첨가제, 아스파탐 및 기타 
분말 용해 등 다양한 음료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Alfa Laval 로터리 제트 믹서는 액체, 기체, 파우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혼합할 뿐만 
아니라 탱크를 세정할 때 물과 폐수를 줄이는 로터리 제트 클리너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받은 에너지 절약형 에어포일(EnSaFoil) 임펠러와 발효용으로 특수 설계된 
EnSaFerm 임펠러가 있는 Alfa Laval 교반기는 그 독특한 형태 덕분에 최대 400% 더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기존 임펠러와 비교했을 때 이 임펠러는 최대 80%의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차세대 교반기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더욱 절약하세요

고객 성공 사례

“Alfa Laval 교반기는 매우 적은 에너지 소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교반기 에너지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Alfa Laval 동남아시아의 위생 유체 취급 책임자 Jeff Surmon

한 덴마크 유제품 제조업체는 직접 구동형 교반기를 Alfa Laval의 에너지 절약형 교반기로 
교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단 8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제품 집중 조명

Alfa Laval 로터리 
제트 믹서
Alfa Laval 로터리 제트 믹서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 공정을 위한 

별도의 장비 없이 단일 장비로 액체 혼합, 

기체 분사 및 분말 분사 응용 분야를 처리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혼합 

공정이 완료되면 믹서의 제트 노즐로 탱크 

안에 세정제를 분사하여 탱크 표면을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lfalaval.kr/products/fluid-handling/mixing-equipment/tank-mixers/rotary-jet-mixer/?_ga=2.213110996.1719919265.1608537810-144654251.1606302591


작은 변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공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물 절약의 경우, 밸브의 버스트 세정과 로터리 제트 헤드 세정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여 
제품 리터당 사용되는 물을 25% 줄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농축유제조공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계산하려면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펌프 최적화, 
로터리 제트 탱크 세정, 에너지 효율형 교반기, 버스트 세정 밸브는 에너지 및 폐수 처리의 
상당한 절감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스로틀링 제어 밸브를 가변속 구동 장치 펌프를 사용한 유량 제어 장치와 
저온 살균기용 열 회수 장치로 교체하는 등 공장 운영의 기초가 이미 구현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평균적인 가공 공장은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https://www.alfalaval.kr/sustainable-optimization


회사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성 전문가를 배치하여 공정에 대한 
장비 감사를 실시하고 효율 업그레이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Alfa Laval은 유체 취급 장비를 비교하고 물, 에너지, 세정제 절약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지속 가능성 도구인 Joules를 개발했습니다.

장비 감사를 시작하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Alfa Laval 장비 
감사를 예약하세요

https://www.alfalaval.kr/sustainable-optimization#Nav-725339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노력
UN은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글로벌 목표라고도 알려진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재계 부문 간 협력이 이 목표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Alfa Laval 비즈니스는 이 글로벌 목표 15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lfa Laval
Alfa Laval은 에너지, 식품, 물, 해양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개국의 다양한 산업에 전문지식,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을 최적화하고 책임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Alfa Laval은 고객이 비즈니스 목표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항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발전을 주도합니다.

Alfa Laval의 혁신적인 기술은 소재를 제련, 정제, 재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과 열 회수율을 높이고 천연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하며 더 나은 물 처리와 배출량 감소에 기여합니다. 

이로써 당사 고객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우리 지구를 돕습니다. 

매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알파라발이 추구하는 Advancing better™입니다.

100003427-1-KO 2107

https://www.alfalaval.com/about-us/sustainability/a-matter-of-trust/alfa-laval-contributes-to-the-global-goals/
http://alfala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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