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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life
의료 및 안전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Dräger는 1889년 독일 뤼베크에서 창립된 가족 기업으로 5세대에
걸쳐 운영 및 성장해 왔습니다.

수 년간 이루어온 성공은 의료 및 산업 안전 테크놀로지 개발과 발전에만 집중하며 고객, 임직원, 주주
그리고 커뮤니티와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며 4가지 강점인 ‘고객과의 친밀성’, ‘ 전문적인 인력’,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우수한 품질에 대한 약속’에 바탕을 둡니다.

"Technology for life(생명 존중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기업의 경영 철학에 따라 Dräger는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의료 및 각종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www.draeger.com

D-7635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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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2066-2011_2

제품 카탈로그(한국)

유독성 가스/산소 검지

Dräger Polytron® 7000

ST-3812-2003

Dräger Polytron® 7000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유독성/산소 가스 측정이 가능한 가스
검지기입니다. 맞춤형 솔루션의 고사양 요건뿐만 아니라 규제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검지기입니다.

Dräger Polytron® 5100 EC

D-158-2016

Dräger Polytron® 5100 EC는 비용 효율성을 자랑하는 유독성 가스/산소 검지용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고성능 플러그 앤 플레이식 전기 화학 DrägerSensor®를 사용하여 특정 가스를 검지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출력 범위의 2선 또는 3선을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Dräger Polytron® 8100 EC

1016771

Polytron® 8100 EC는 Dräger의 유독성 가스/산소 검지용 방폭형 송신기 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고성능 플러그 앤 플레이식 전기 화학 DrägerSensor®를 사용하여 특정 가스를
검지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비롯하여 Modbus 및 Fieldbus
프로토콜을 지원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Dräger PointGard 2100

D-7350-2016

Dräger PointGard 2100 시리즈는 대기 내 유독성 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독립형
가스 검지기입니다. PointGard 2100의 견고한 방수 하우징에는 경적, 섬광등, 내장 전원공급장치와
안정적인 DrägerSensor®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제품 카탈로그(한국)

D-32066-201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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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가스/산소 검지

Dräger Polytron® 2000

D-85378-2013

견고성, 정밀성, 안전성을 자랑하는 Dräger Polytron 2000은 표준 가스(O2, H2S, NH3, Cl2, CO) 측정용
고정식 가스 검지기입니다. 사전 보정된 새로운 DrägerSensor MEC와 강력한 설계를 자랑하는
Polytron 2000은 비방폭 구역에 적합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Dräger Polytron® 8720 IR

D-24306-2010

D-46490-2012

Dräger Polytron® 8720 IR은 이산화 탄소를 체적 비율 또는 ppm 단위로 검지할 수 있는 고급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고성능의 적외선 Dräger PIR 7200 센서를 사용하므로 물속에 잠겨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비롯하여 Modbus 및 Fieldbus를
지원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인화성 가스 및 증기 검지

Dräger Polytron® 5200 CAT

D-32407-2011

Dräger Polytron® 5200 CAT는 폭발하한(LEL) 이내의 인화성 가스를 검지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대부분의 인화성 가스/증기를 검지할 수 있는 촉매 비드 DrägerSensor® Ex … DD를
사용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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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306-2010

제품 카탈로그(한국)

인화성 가스 및 증기 검지

D-32406-2011

Dräger Polytron® 5310 IR

Dräger Polytron® 5310 IR은 폭발하한(LEL) 이내의 인화성 가스를 검지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메탄, 프로판 또는 에틸렌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적외선 DrägerSensor® IR을
사용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Dräger Polytron® 8200 CAT

D-797-2016

Dräger Polytron® 8200 CAT는 폭발하한(LEL) 이내의 인화성 가스를 검지하는 고급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대부분의 인화성 가스/증기를 검지할 수 있는 촉매 비드 DrägerSensor® Ex … DD를
사용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비롯하여 Modbus 및 Fieldbus
프로토콜을 지원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Dräger Polytron® 8310 IR

D-15018-2010

Dräger Polytron® 8310 IR은 폭발하한(LEL) 이내의 인화성 가스를 검지하는 고급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메탄, 프로판 또는 에틸렌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적외선 DrägerSensor® IR을
사용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비롯하여 Modbus 및 Fieldbus
프로토콜을 지원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Dräger Polytron® 5700 IR

D-32408-2011

Dräger Polytron® 5700 IR은 폭발하한(LEL) 이내의 인화성 가스를 검지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고성능의 적외선 Dräger PIR 7000 센서를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일반 탄화수소 가스를
빠르게 검지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D-24306-2010

인화성 가스 및 증기 검지

D-14966-2010_8EA-1

Dräger Polytron® 8700 IR

Dräger Polytron® 8700 IR은 폭발하한(LEL) 이내의 인화성 가스를 검지하는 고급 방폭형
송신기입니다. 고성능의 적외선 Dräger PIR 7000 센서를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일반 탄화수소 가스를
빠르게 검지합니다. 계전기가 포함된 4~20mA 아날로그 출력 범위의 3선을 비롯하여 Modbus 및
Fieldbus를 지원하므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GasSecure GS01(무선)

D-42775-2015

무선 적외선 가스 검지기 GasSecure GS01은 단일 빔 3파장 적외선(IR) 기술을 사용하고 소비 전력이
매우 낮아서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탄화수소 가스를 빠르게 검지합니다. GS01은 설치
비용 및 시간의 획기적인 감소, 안정적인 적외선 작동, 보정이 필요 없는 설계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Polytron 6100 EC WL(무선)

전기화학 센서를 사용하는 Polytron 6100는 기존 유선감지기의 140여개의 전기화학 센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운용되는 Polytron 6100은 Cable의 포설이
필요없어 설치 이후 유지보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팩이 내장되어 있어
24개월까지 연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Dräger PointGard 2200

D-11951-2016

Dräger PointGard 2200 시리즈는 대기 내 인화성 가스/증기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독립형
가스 검지기입니다. PointGard 2200의 견고한 방수 하우징에는 경적, 섬광등, 내장 전원공급장치와
안정적인 DrägerSensor®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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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507-2016

제품 카탈로그(한국)

제어 시스템

Dräger REGARD® 3900 시리즈

D-1130-2010

Dräger REGARD® 3900 시리즈는 독립형 제어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개의 측정 채널을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듈식 설정으로 플랜트의 수요에 따라 제어 장치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보에 추가 기능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Dräger REGARD® 7000

D-6806-2016

Dräger REGARD® 7000은 다양한 가스 및 증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난 모듈식 분석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복잡도와 많은 송신기로 구성된 가스 경고 시스템에 적합한 Dräger
REGARD® 7000은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추가로 REGARD®와의 하위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ST-1671-2004
D-77497-2013

D-16493-2016

D-8013-2017

휴대용 가스 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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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ÄGER AEROTEST 시스템

단일 가스 검지기

Dräger Pac® 6000
Dräger Pac® 6500
Dräger Pac® 8000
Dräger Pac® 8500
Dräger X-am®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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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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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äger X-am® 2500
Dräger X-am® 5000
Dräger X-am® 5600
Dräger X-am® 8000
Dräger X-pid® 900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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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6
16

복합 가스 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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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590-2010

제품 카탈로그(한국)

DRAEGER-TUBE

Dräger Short-term Tube

D-23590-2010

ST-36-2001

백만 회의 시험 사용 및 테스트를 거친 Dräger Short-term Tube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업상 노출값을 낮춰야 하는
특별 고객 요구사항과 더 까다로워진 법률 규정 준수에 적합합니다.

DRAEGER-TUBE
DRAEGER-TUBE PUMP

D-12091-2010

Dräger X-act® 5000

자동 튜브 펌프인 Dräger X-act 5000은 Dräger Short-term Tube 측정 및 튜브와 시스템 샘플링을 위한
최초의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작동이 쉽고 안정성이 높아서 가스, 증기 및 에어로졸을 손쉽게 측정 및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ST-2436-2003

Dräger-Tube Pump accuro®

한 손으로 빠르게 측정 가능한 Dräger-Tube pump accuro를 이용하면 극한 환경에서도 기존 DrägerTube를 사용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보정된 사용이 간편한 Dräger-Tube와 Dräger-Tube Pump를
함께 사용하면 완벽한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품 카탈로그(한국)

D-6557-2009

14 |

DRÄGER AEROTEST 시스템

Dräger Aerotest® Alpha
Dräger Aerotest® Alpha는 저압 환경에서의 호흡용 공기의 순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입니다.

D-6654-2009

Dräger Oil Impactor와 함께 사용할 경우 호흡용 공기를 완벽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Dräger Aerotest® Simultan HP
Dräger Aerotest® Simultan HP는 고압 환경에서의 호흡용 공기 품질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새로운 Dräger Oil Impactor와 함께 사용할 경우 압축 공기를 완벽한 수준으로 모니터링할 수

D-7095-2017

ST-1179-2008

있습니다.

단일 가스 검지기

Dräger Pac® 6000

D-4977-2017

일회용 개인 단일 가스 검지기인 Dräger Pac® 6000은 매우 극한 환경에서도 CO, H2S, SO2 또는 O2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견고한 설계, 빠른 센서 반응 시간, 강력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하는
Pac® 6000은 최대 2년간 안전성을 최대로 보장하므로 사실상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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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95-2017

제품 카탈로그(한국)

단일 가스 검지기

Dräger Pac® 6500

D-4987-2017

견고한 Dräger Pac® 6500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자랑하는 검지기입니다. 이 개인용 단일 가스
검지기는 CO, H2S, SO2 또는 O2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또한 빠른 센서 반응 시간과 강력한
배터리 성능을 갖추고 있어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Dräger Pac® 8000

D-4989-2017

견고한 Dräger Pac® 8000을 이용하면 극한 환경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용
단일 가스 검지기는 NO2, O3, COCl2 같은 특수한 가스를 포함해 29종의 다양한 유해 가스 농도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검지할 수 있습니다.

Dräger Pac® 8500

D-4996-2017

Dräger Pac® 8500 단일 가스 검지기는 매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또한 수소 보정 CO 센서 또는 Dräger 이중 센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스를
한꺼번에 측정하는 옵션(H2S와 CO, 또는 O2와 CO)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Dräger X-am® 5100

D-31714-2011

석유화학 제품 제조, 무균 포장 또는 로켓 연료 처리에 사용되는 Dräger X-am® 5100 휴대용 단일
가스 검지기는 입증된 Dräger 센서 기술과 활성 가스에 완벽한 기기 설계 덕분에 HF, HCl, H2O2 또는
하이드라진을 취급할 때 최대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제품 카탈로그(한국)

D-17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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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가스 검지기

D-59024-2012

Dräger X-am® 2500

Dräger X-am® 2500은 개인용 보호 장비로 특별히 개발된 장치입니다. 1~4종의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기로, O2, CO, NO2, SO2 및 H2S뿐만 아니라 가연성 가스 및 증기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안정적인 측정 기술, 내구성이 우수한 센서, 손쉬운 취급성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매우 낮은 운영비와 고도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Dräger X-am® 5000

ST-9466-2007

Dräger X-am® 5000은 개인 모니터링 용도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가스 검지기 입니다. 1~5종의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기로, O2, 유독성 가스, 유기 증기, 착취제 및 아민뿐만 아니라 가연성 가스 및
증기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D-27784-2009

Dräger X-am® 5600

인체 공학적 설계와 혁신적인 적외선 센서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Dräger X-am® 5600은 최대 6종의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가스 검지기입니다. 개인 모니터링 용도에 이상적인 이 견고한 방수형
검지기는 산소뿐만 아니라 폭발성, 가연성 및 유독성 가스와 증기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측정합니다.

Dräger X-am® 8000

D-6491-2017

밀폐 공간 측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Dräger X-am® 8000은 펌프 또는 확산
모드에서 인화성 가스, 증기 및 산소뿐만 아니라 최대 7종의 유독성 가스를 측정합니다. 혁신적인 신호
처리 설계와 편리한 도우미 기능을 통해 공정 내내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Dräger X-pid® 9000/9500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두 가지 모드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VOC 총 농도 측정과 특정 독성
화합물의 선별적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및 광이온화 검출 기술에 기반한
측정으로 실험실에 준하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77497-2013
D-77497-2013

D-77497-2013

D-77497-2013

개인 보호 장비
공기 호흡기

Dräger PSS® BG 4 plus

18

Dräger X-plore® 1300
Dräger X-plore® 3300
Dräger X-plore® 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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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äger X-plore® 8500

19

Dräger SPC 4400
Dräger SPC 4800
Dräger SPC 4900
Dräger CPS 5800/5900
Dräger CPS 6800/6900
Dräger CPS 780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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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필터

전동식 공기 호흡기
화학 보호복

구조 및 탈출 장비

Dräger PARAT® 4700
Dräger PARAT® 5500
Dräger PARAT® 7500

22
22
22

제품 카탈로그(한국)

ST-6050-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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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호흡기

폐쇄 회로 공기 호흡기

Dräger PSS® BG 4 plus

D-2045-2009

D-23567-2009

극한 환경을 위해 특별 설계된 Dräger PSS® BG 4 plus 폐쇄 회로 공기 호흡기는 최상의 호흡 및
휴대 편의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양압식 장치로, 유독성 대기에서도 최대
4시간 동안 호흡용 공기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및 필터
입자 필터링 마스크

Dräger X-plore® 1300

안전한 호흡 보호 성능은 물론 편안하고 쉬운 사용을 보장하는 입자 필터링 마스크입니다. 우수한
필터링 성능을 자랑하는 고성능 CoolSAFE™ 필터로 제작되어 굵은 입자 및 미세먼지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호흡 저항을 낮추고, 덥고 습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CoolMax 배기밸브가 작업 중에도
보다 쾌적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330V: FFP 3 등급(고체 및 입자 차단), CoolMax 배기밸브
*1350: N95 등급
반면형 마스크

Dräger X-plore® 3300

ST-5458-2007

Dräger Xplore® 3300은 모던한 디자인의 경량형 마스크로 우수한 보호기능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유지관리 비용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건설, 화학, 건설 작업용으로 구성된 세 가지 세트 제품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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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45-2009

제품 카탈로그(한국)

마스크 및 필터
전면형 마스크

Dräger X-plore® 6530

D-108596-2013

ST-7499-2005

Dräger X-plore® 6530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면형 마스크입니다. 품질,
신뢰성, 안정적인 착용감, 편안함 측면에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마스크 본체에는 EPDM 소재가 적용되어 내구성이 우수하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 탁월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전동식 공기 호흡기
Dräger X-plore® 8500

D-118978-2013

까다로운 작업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Dräger X-plore® 8500은 지능형 전자 장치가 탑재되어있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자들에게
편리함과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지능적 경보시스템(위험 수준에 따른 2단계 경고 컨셉), 리튬 이온 테크놀로지 조건과 시스템 설정에
따라 4~20시간 범위의 작동 시간), IP65 보호(최선의 보호와 쉬운 오염 제거를 위한), 필터 인식
(고성능센서가 필터를 감지하고, 입자 필터의 포화상태를 정확하게 표시)

화학 보호복
SPC 4000 SERIES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의 액체 차단 보호복으로 초미립자, 분진, 다양한 무기산 및 알칼리 물질에 대한 우수한
보호 성능과 광범위한 유기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CE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3, 4형식에
해당합니다.

Dräger SPC 4400

간단한 작업용 원피스형 보호복(CPM, CLF 두가지 타입)으로 분진과 액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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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카탈로그(한국)

화학 보호복
SPC 4000 SERIES

Dräger SPC 4800

페이스 커프가 있는 보호복으로 장갑 및 일체형 양말 포함

Dräger SPC 4900

일체형 장갑 및 양말 포함, 와이드 바이저, 압축 공기 호흡 장치를 보호복 내부에 착용하므로 오염
요인으로부터 사용자와 장비를 완벽히 보호

CPS SERIES

응급 상황, 산업 현장의 일상적인 작업(유지 관리, 수리, 탱크 클리닝) 시 다양한 가스, 액체, 고체형 유해 물질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화학 보호복입니다.

Dräger CPS 5800/5900

Zytron® 500 소재의 제한적 재사용이 가능한 화학복(화학복의 손상, 변형, 위생상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할 때까지 사용 가능)으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수준의 작업에 적합합니다. 공기 호흡기는
보호복 외부/내부(5800/5900)에 착용합니다.

제품 카탈로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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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보호복
CPS SERIES

Dräger CPS 6800/6900

Umex 소재의 재사용이 가능한 화학복(손상되지 않은 경우, 수회 사용 가능)으로 극저온 물질
취급, 낮은 농도의 산과 알칼리 물질 취급에 적합합니다. 공기 호흡기는 외부/내부(6800/6900)에
착용합니다.

Dräger CPS 7800/7900

Dmex 소재의 가장 높은 수준의 화학복으로 위험물 관련 사고, 극저온 물질 취급, 극고온 현장에서의
지속적 작업, 위험물 취급 등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적합하며 작업자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연성 및 자기 소화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 호흡기는 보호복 외부/내부(7800/7900)에
착용합니다.

제품 카탈로그(한국)

D-555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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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탈출 장비
필터링 탈출 장비

Dräger PARAT 4700(유독성 산업가스)

PARAT 4700은 산업용 탈출 후드입니다. 가장 신속한 탈출에 중점을 두고 개발 되었습니다. 착용에
걸리는 시간은 단 5초입니다. 유독성 산업 가스, 증기, 입자로부터 최소 15분 이상 보호해 줍니다.

Dräger PARAT 5500(화재가스)

PARAT 5500은 화재탈출 후드입니다. 가장 신속한 탈출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착용에
걸리는 시간은 5초입니다. 고성능 복합 필터는 화재관련 유독가스, 증기 및 입자로부터 최소 15분
이상 보호해 줍니다.

D-85039-2013

Dräger PARAT 7500 (유독성 산업가스 + 화재가스)

비상 탈출용 통합형 후드인 Dräger PARAT® 7500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탈출용으로 개발되었습
니다. 최적화된 작동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튼튼한 하우징과 테스트를 마친 ABEK CO P3 필
터가 산업 및 화재 관련 유독 가스, 증기 및 입자를 최소 15분 동안 차단해 줍니다.

ST-12047-2008
D-77497-2013

D-5645-2017

D-24783-2017

음주 측정기
알코올 측정 장치

Dräger Alcotest® 3820
Dräger Alcotest® 5000

24
24

제품 카탈로그(한국)

D-8533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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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측정 장치

Dräger Alcotest® 3820

D-45484-2015

Dräger Alcotest® 3820은 운전자가 호흡 알코올을 셀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밀 측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Dräger Alcotest® 5000

D-30476-2017

Dräger Alcotest® 5000은 호흡 속 알코올을 검지하는 전문 음주 측정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검지
가능한 음주 측정기로,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깔때기가 날숨
역류를 최소화하여 피측정자간 감염을 예방합니다.

D-11145-2011
D-77497-2013

D-11143-2011

D-11137-2011

교육 시스템
화재 교육

Combined training system
Flashover container
Mobile respiratory protection training gallery

26
26
26

제품 카탈로그(한국)

D-55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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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교육

통합 교육 시스템

ST-295-2000

호흡 보호 교육 통로와 가스로 작동되는 화재 교육 시스템이 결합되었습니다.

플래시오버 컨테이너

ST-296-2000

고체 연료로 작동되는 플래시오버 화재 교육 컨테이너입니다.

이동식 호흡 보호 교육 통로

ST-2281-2006

다양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가스로 작동되는 화재 지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33743-2009
D-77497-2013

D-6793-2014

D-3490-2014

DRÄGER
SERVICES
제품 서비스

완전한 작동 준비

전세계 고객들이 직원과 시설의 안전을 위해 Dräger를 선택하는 이유는 Dräger가 고객의 투자 가치를 지키고,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며,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통해 언제나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Dräger는 제공하는 제품은 물론, 현장에서의 쓰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 맞춤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
Draeger Services.

가치 향상을 위한 솔루션

위험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수행하는 작업에서도 안전 기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스 측정기,
호흡기, 전체 가스 경고 시스템 등 어떠한 장치를 취급하든 관계없이, 관리, 서비스 및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에 힘쓰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예방적 검사, 서비스 절차 및 순정 교체품을
사용하면 투자 가치가 오래 지속됩니다. 장비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동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 계획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마주하고 있는 비용 증가 압박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인 투자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Dräger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고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Dräger 서비스는 광범위한 서비스
패키지는 물론, 추가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옵션과 등급별 성능 옵션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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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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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Dräger는 기본 유지보수 계약부터 전체 서비스 패키지, 개별 제품 그룹(예: 가스
측정기)의 할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약 옵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범위:

- 검사, 유지보수 및 수리
- 설치 및 시운전

- 예비 부품 서비스

- 정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 렌탈 서비스

- 비 Dräger 장비의 서비스
기술 전문성

Dräger의 서비스 기술자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철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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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기능, 서비스 구매에 제한이 있습니다.
언급된 상표는 특정 국가에만 등록되어 있으며 이 자료가 공개된 국가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등록 현황을 확인하려면 www.draeger.com/trademarks를 방문하세요.

본사

Drägerwerk AG & Co. K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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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레가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8층 S-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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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 2-708-6400
팩스 +82 2-367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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