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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위생 도어 오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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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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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 Group의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자회사 Zimmer GmbH 
Kunststofftechnik는 위생적인 도어 오프너 Hand-Held를 새롭
게 선보입니다. 손잡이를 손으로 잡지 않고도 대신 팔뚝이나 
팔꿈치를 사용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짐머그룹의 도어 오프너 Hand-Held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공
정에서 제조되어 3D 프린터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방
식입니다. 매우 쉽고 빠르게 설치 가능하며,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손잡이(직경(Ø) 18~22mm)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표면에 묻어 있는 잠재적인 병원균을 손으로 만지지 
않게 되어 감염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 쉽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양쪽을 모두 나사로 고정시키고 특수 제
작된 고무 마감으로 기존의 손잡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미끄러
지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의 일상공간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학교, 공공기관, 병원, 진료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건물의 출입문이나 화장실 문에 사용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www.zimmer-group.com/ko/hand-held 

HAND-HELD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위생 도어 오프너

문을 안전하게 열고 닫기 위한 제품 

www.zimmer-group.com   ►   모든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주요 유의사항

Hand-Held는 EN 179 및 EN 1125에 따른 비상구 및 대피구와 DIN 18 273 및 EN 1634에 따른 방화문 및 방연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 
별 표준 및 특별 사양에 따른 추가 적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쉽게
조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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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
니다. 보통 물체 표면을 통한 감염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손잡이를 잡은 후 얼굴을 만지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
스가 감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병원균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제품
에서 경우에 따라 매우 오랜 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손잡이에 묻은 균은 며칠 동안이나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제조업체로서 유명한 Zimmer Group은 이
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여러가지 노력
과 더불어 사내에서도 도어 오프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Zimmer Group의 위생 도어 오프너 Hand-Held를 사용하면 
팔꿈치 또는 팔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

러스, 박테리아 및 기타 병원균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위험
을 최소화합니다.

장점 

 ► 빠른 청소

 ► 간단한 설치 

 ► 편리한 작동법

 ►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손잡이와 호환 가능

 ► 3D 프린터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안

간단한 조작법 

위험 최소화 

모든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   www.zimmer-group.com

자세한 정보

 ►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zimmer-group.com/ko/hand-held 

 ► 당사의 Hand-Held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문의 주세요. 
 Hand-Held@zimmer-group.de

언더암을 위에 놓으십시오. 언더암을 아래로 누르고 도어를 여십시오/닫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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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머 그룹 의 더 많은 글로벌 파트너 참조  
https://www.zimmer-group.com/ko/contact/contacts-worldwide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ZIMMER GROUP SOUTH AMERICA 
IMP. EXP. LTDA
Rua Wolsir A. Antonini 120 Bairro Fenavinho
BR  95703-362 Bento Goncalves – RS
전화 +55 54 2102-5400
팩스 +55 54 3451-5494
info.br@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om.br

중국: 
ZIMMER GROUP CHINA LTD.
Level 2-D3 Bldg 4 No. 526
Fu-Te East 3rd Rd 
CN 200131 Pudong, Shanghai
전화 +86 2161 630506
팩스 +86 2161 005672
info.cn@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n

프랑스: 
ZIMMER GROUP FRANCE SARL
8, Rue Sophie Germain
FR    67720 Hoerdt
전화 +33 388 833896
팩스 +33 388 833975
info.fr@zimmer-group.com
www.zimmer-group.fr

영국, 아일랜드: 
ZIMMER GROUP (UK) LTD.
Bretby Business Park
G05/G06 Repton House,
Ashby Road, Bretby
GB  Burton on Trent, DE15 0YZ
전화 +44 1283 542103
팩스 +44 5603 416852
info.uk@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o.uk

인도: 
ZIMMER AUTOMATION LLP
D 802, BRIZ
Survey No. 451
Kasar Amboli, Piragut
IN 412108 Pune
전화 + 91 91 30 083828
info.in@zimmer-group.com
www.zimmer-group.in

본사: 
ZIMMER GROUP
Am Glockenloch 2
DE  77866 Rheinau
전화 +49 7844 9139-0
팩스+49 7844 9139-1199
info.de@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om

이탈리아:
ZIMMER GROUP ITALIA S.R.L.
Viale Montegrappa, 7
IT  27100 Pavia
전화 +39 0382 571442
팩스 +39 0382 571473
info.it@zimmer-group.com
www.zimmer-group.it

캐나다: 
ZIMMER GROUP CANADA INC.
26 Saunders Road
CA L4N 9A8 Barrie, ON
전화 +1 416766-6371
팩스 +1 416766-6370
info.ca@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a

폴란드: 
ZIMMER GROUP POLSKA SP.Z O.O.
Ul. Widok 5
PL 43-300, Bielsko-Biala
전화 +48 53 8316-332
info.pl@zimmer-group.com
www.zimmer-group.pl

오스트리아: 
ZIMMER GROUP AUSTRIA GMBH
Dorf 23
4751 Dorf an der Pram
전화 +43 7764 21222
팩스 +43 7764 21222-22
info.at@zimmer-group.com
www.zimmer-group.at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ZIMMER GMBH  
NIEDERLASSUNG SCHWEIZ
Westbahnhofstraße 2
CH  4500 Solothurn
전화 +41 32621-5152
팩스 +41 32621-5153
info.ch@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h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
ZIMMER GROUP SLOVENSKO S.R.O.
Centrum 1746/265
SK Považská Bystrica 01706
전화 +421 42 4331-788
팩스 +421 42 4331-266
info.sk@zimmer-group.com
www.zimmer-group.sk

스페인, 포르투갈:
ZIMMER GROUP IBERIA S.L.U.
C./ Charles Darwin 5, Nave 11
ES 28806 Alcalá de Henares/Madrid
전화 +34 91 882 2623
팩스 +34 91 882 8201
info.es@zimmer-group.com
www.zimmer-group.es

대한민국:
ZIMMER GROUP ASIA LTD.  
KOREAN OFFICE
1301 Byucksan digital valley 5,  
Beotkkot-ro 244, Geumcheon-Gu,  
KR  08513 Seoul 
전화 +82 2 2082-5651
팩스 +82 2 2082-5650
info.kr@zimmer-group.com
www.zimmer-group.kr

대만,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ZIMMER GROUP ASIA LTD.
9F-3, No. 15, Jingguo Rd.,
Taoyuan Dist.,
TW 330 Taoyuan City
T +866 3 301 8829
F +866 3 301 8929
info.asia@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om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ZIMMER GROUP US INC.
1095 6th Street Ct SE
US Hickory, NC, 28602
전화 +1 828 855 9722
팩스 +1 828 855 9723
info.us@zimmer-group.com
www.zimmer-group.com

ZIMMER GROUP – THE KNOW-HOW FACTORY

KNOW-HOW FACTORY로서 모든 분야에서 작업하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깊고 넓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개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해드립니다! 연구 및 개발팀에 문의하십시오.  
수많은 혁신이 당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일하며 기업의  
개척 정신을 위해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