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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가장 중요할 때 동원

RESCUE 전방위 의료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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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ue군 카트는 바쁜 임상 사용자를 염두에두고 
제작되었으며 위생적인 세척 소독을 위해 쉽게 청
소할 수있는 부드러운 성형 윤곽이있는 ABS재질의  
처리대가 있습니다.
 중앙 잠금 장치가 있어서 모든 서랍을 동시에  잠가 
사용자들을 편리하게 보호합니다.

다양한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는 12 개의 표준 형명

 위생적인 표면닦기 

 서랍의 자동 복귀 레일

 다용도 바퀴 잠금 장치

빠른 공급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의

 미는 손잡이 

DETECTO의 Rescue RC 군 
의료용 카트는 다양한 색상 
으로 제공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및 
흰색)

 5개 또는 6개의 서랍과 360
도 회전으로 좁은 모서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DETECTO의 카트는 청소하
기 쉬운 ABS 작업 상판으로 
내구성을 위해 분체 도장된 
고품질 강철 카트 본체 구조
로 제조됩니다. 열쇠형 또는 
EMG 분리형 중앙 잠금 장치
는 모든 서랍을 동시에 고정
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ABS 범퍼는 의료용 카트의 
네 모서리를 모두 보호합니
다. 여러 별매 부속품을 사
용하여 카트를 사용자가 정
의하거나 일반 부속품이 미
리 채워진 완전히 장착된 카
트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RC33669BLU형명 

RC33669RED-L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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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추종을불허하는조용하고위생적인 응급용 카트 

Whisper 응급용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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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청소를위한 탈착식 서랍
파사드

부드럽게 닫히는 서랍은 뛰어난 
편의성을 위해 소리없이 닫힘

환자들의 만족을 위해 복도를 조용
히 굴러 감

최고의 위생 보호를 위해 완전히 밀
봉된 서랍 레일

신속한 공급

다양한 부속품 공급

Model WPS12

모든 Whisper 카트 서랍
의 외벽은 한 번의 클릭
으로 빠르게 떼어졌다
가 다시 열 수 있으므로 
최적의 소독을 위해 쉽
게 닦아 낼 수 있습니다.

WC333369RED-L형명 

WC333369BLU-L형명 

DETECTO의 Whisper 
WC군 의료용 카트는 신속
하게 떼어 내었다가 다시 끼
우는 서랍 파사드와 위생적
인 닦음 청소를위한 노출된 
이음새 없이 완전히 밀봉된 
서랍 레일을 포함하여 임상 
모바일 저장도구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Whisper 시리즈는 절연 된 
내부 벽으로 속삭이듯 조용
한 굴림장치의 편리함, 부드
럽게 닫히는 서랍은 뛰어난 
미끄러져 닫혀 아주 편리합
니다. 카트의 균형 잡힌 설
계로 서랍이 가득 찼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Whisper군은 5개 또는 6개
의 서랍이있는 여러 색상 선
택(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및 흰색)으로 제공됩니다.



450 kg x 0.1 kg 
또는 

270 kg x 0.1 kg 무게 용량

61 x 61mm
또는

 46 x 36mm 계량대 크기

환자 보호를 위한
 스테인리스강 난간

빠르고 쉬운 운송을
위한 일체형 바퀴

형명중에 디지탈 신장측정
대설치가 가능한 것이 있음  

(6857DHR/6854D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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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6855

 안전손잡이가 있는  비만자 안전 체중계 

6857DHR/6855 디지털 고하중체중계

무선 EMR / EHR 연결에 사용할 
수있는 Wi-Fi / Bluetooth 형

DETECTO의 고하중체중계를 
사용하면 의료 전문가가 비
만 및 불안정한 환자의 체중
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형명 6857DHR 및 6854DHR
에는 디지털 신장측정 막대
가 있으며 환자의 체중, 키 및 
체질량 지수를 동시에 화면
에 표시합니다 (디지털 높이 
막대는 110cm –  200cm 측
정).

  각 고하중 체중계에는 환자
의 편안함과 안심을위한 저
상의 넓은 측정대가 있습니
다.

  체중 고정 기능은 의사와 간
호사가 환자가 체중계를 떠
나는 것을 먼저 도운 다음 측
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수치
를 유지합니다.

  EMR / EHR 자료는 체중계의 
연결단자를 통해 내보낼 수 
있으며 본 형명은 Wi-Fi / 
Bluetooth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857DHR 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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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손잡이가 있는  좌식/ 기립식 안전체중계

6868  RS232부 접이의자식 비만체중계

450 kg x 0.1 kg 무게용량

특대의 81 cm x  86 cm 
계량대 

서서 측정하거나, 또는 앉아서 안전하
게 계량을 하기위한 접이식 의자

이동을 위하여 잘 
설계된 바퀴 

스테인리스강을 싸고
있는 안전처리 손잡이

DETECTO의 6868 RS232부 
접이의자식 고하중 비만 체중
계은 고유한 제품 설계와 높은 
용량으로 인해 기립식, 착석식 
및 비만 고중량 계량과 같은 
다양한 용도를 제공합니다.

 안전 손잡이가 있는 스테인
리스 강 난간은 비만 및 불안정
한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
니다.  
6868형은 쉽게 이동이 가능
하며 건전지 전원과 일체형 바
퀴(6개의 AA 건전지는 제조원
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나 길우
에서 제공)를 사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6868은 
IBM체질량 지수, 자동 차단/ 
수면 모드, 무게를 지탱하는 
잠금/ 해제 단추를 특징으로하
며 체중계는 최대 81cm 너비
의 출입 넓이로 설계되어 있
습니다.

750형 표시기.
사용하기 쉬운 기본 계량 기능. 

BMI 계산, RS232 직렬 단자 및 크
고 굵은 LCD 숫자.

6868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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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접이식  이동용  휠체어  스케일

6550 양방향 램프식 휠체어체중계

 450 kg x 0.1 kg
 무게용량  

81 cm x 91 cm
 큰 계량대

수직 접이식 저장이 
가능한 이동용 저울

양쪽에서 환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2-way 저상 계량대

신속 해체 레버와 안전핀이있는 
쉽게 접을 수있는 기둥

DETECTO의 6550 휴대용 휠체어 저울은 시간을 절약하고 환자에
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본 6550형은 450kg 용량, 일부 모델에서 Wi-Fi / Bluetooth 사용 
가능, 수직 접이식 보관함, 양방향 접근이 가능한 양방향 내장 램
프, 대형 81cm x 91cm 계량대, 임상 등급 0.1kg의 정확도, 건전지 
또는 AC 전원, 효율적인 환자 체중 측정을 위해 휠체어 중량을 최
대 99개 저장 별매. 

  경사로는 환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있읍니다. 누름
단추 또는 단추판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휠체어 무게를 제거함으
로써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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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대의 높이는 56mm에 불과하므로 서 있거
나 휠체어에서 체중을 측정하는 동안 환자가 쉽

게 접근 할 수 있고 편안합니다.

한 손으로 신속하게 해제 
레버를 밀고 6550을 접을 
수 있습니다.

기둥을 포개기가 쉽습니다.

EMR / EHR 시스템과의 무선 연
결을 위해 -C 모델에 Bluetooth 

5.0 / Wi-Fi 포함

 6550형 

 이동할 때나 세워서 보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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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손잡이  휴대용  휠체어저울

6560/6570 다용도휠체어체중계

6560 및 6570의 이중 접근비탈이 지면까지 뻗어 있으며 체중계 양
쪽에서 환자를 싣고 내리는 데 최대한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러한 고유한 경사로는 의료 전문가가 휠체어를 타는 환자를 체중
계에 올리는 데 경쟁사의 모델보다 절반의 노력 만 필요합니다.

 저울의 우아한 곡선 난간은 계량대에 서서 체중을 측정하는 동안 
환자를 지원합니다. 계량대는 환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높이
가 56mm에 불과합니다. 

편리한 누름 단추 또는 자판 용기를 사용하여 휠체어 무게를 제거
함으로써 이 저울의 시간 절약 이점을 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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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kg x 0.1 kg 무게용량

81 x 91 x 5.6 Cm  계량대

서서 체중을 측정하는 동안 환자
의 안정성을 위한 우아한 곡선 손
잡이
서서 재거나 휠체어에서 앉아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6570은 접이식 좌석 포함)

간편한 운반을 위해 기둥을 아래로 접음

풀림 레버를 밀면 굴
림 운송 또는 수직 보
관을 위해 기둥을 쉽
게 접을 수 있습니다.

Wi-Fi/Bluetooth 가능 형명 

6560형 

 6570형 



비만인에 맞는 이동용 휠체어저울

BRW1000 102Cm폭 비만인 휠체어체중계

450 kg x 0.1 kg 무게용량

81 x 101 x 5.6 Cm 계량대

양방향, 쉬운 접근, 통합 램프

 일체형 바퀴 및 손잡이

 저울에서 최대 427Cm까지 연장되는 

유연한 코일형 무게표시기 연결선 

최대 101cm 너비의 비만인용 휠체어를 수용할 수있는 BRW1000
은 비만 환자 체중 측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추가 편의
를 위해 환자는 체중계에 바퀴를 달고 효율적인 체중 측정을 위해 
의자 용기 무게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고무판이 있는 고하중용 34Kg 경량 계량대는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 투석 환자 또는 보행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저울의 4 개의 스테인리스 강 로드 셀은 자체 정렬식 다리를 갖추
고 있으므로 저울이 운송 상태에서 멈출 때 무게 측정을 위한 가장 
평평한 표면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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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숫자 자판과  RS232 및 USB단자가있는 
MedVue® 다기능 표시기는 키, 체중 및 체질

량 지수를 화면에 동시에 표시합니다.
 14자리 영숫자 환자 ID 항목과 99개의 저장
된 휠체어 용기중량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EMR / EHR 체계의 무선 연결을 
위해  -C 형에   Bluetooth 5.0 / 

Wi-Fi 포함

BRW100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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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 이동용  디지털  휠체어저울

6400 양면 경사로 휠체어체중계

체중계에 출입할 수있는 경사로가 내장된 DETECTO의 6400 이동
용 저울은 모든 휠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측정판의 높이는 
5.6cm에 불과하므로 서 있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50kg의 높은 용량을 가진 이 저울은 거의 모든 체중의 환자를 측
정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견인력을 위해 계량대와 경사로에 검은 
색 고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다용도 
설치 금구를 사용하여 장기간 고정된 상태에서의 사용을 위해 표
시기를 벽에 영구적으로 장착하거나 이동식 계량을 위해 탁상 또
는 책상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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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kg x 0.1 kg 무게 용량

81 x 101 x 5.6Cm 계량대

저울에서 표시기까지 최대 4.2m
까지 확장되는 유연한 연장선으
로 연결되는 원격 표시기

운송을 위한 일체형 이중바
퀴 및 안내 손잡이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상형 계량대

 750형  표시기,
사용하기 쉬운 기본 계량 기능, 

BMI 계산, RS232 직렬 단자 및 크
고 굵은 LCD 숫자

 6400형 



모든 건강 관리 환경에 적합한 휠체어 스케일

7550 벽부형 접이식 휠체어체중계

 450 kg x 0.1 kg 
무게용량

91 W x 84 D Cm 계량대
흑색 고무 판 부

18cm두께의 본 제품은 의료 
시설복도, 진료실 또는 환자실
에 설치할 때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백룸이나 벽장 대신 개방형 공용 
공간에서 계량하여 환자의 존엄

성을 유지합니다.

세련된 회색 색상과 독특한 
접이식 보관으로 7550저울은 

모든 의료 환경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DETECTO의 7550을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바로 설치하고 계량이 
끝나면 접으십시오. 벽걸이형 휠체어 저울은 독특한 접이식 수납 
설계를 갖추고있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측정 할 준비가되었을 때 계량대를 내리기 만하면 가스 스
프링 리프팅 기계적 구조가  부드럽게 제자리에 내려 놓습니다. 
접이식 비계량 모드를 사용하면 귀중한 바닥 공간을 사용하지 않
고도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작업 구역에 저울을 보관할 수 있습니
다. 벽걸이 형 저울은 쉽게 보관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업무
흐름을 위해 어떤 환경에도 미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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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무게를 제거하고 환자 무게를  계산
하기 위해 휠체어 용기 무게 삭제 기능이
있는 통합 천연색 접촉화면 LCD

EMR / EHR 체계 무선 연결을
위한 Bluetooth 5.0 / Wi-Fi 

표준 포함

7550형 



DETECTO의 Solace 바닥 형 
저울은 투석 환자 감시 및 비
만인 측정에 탁월합니다.

 스테인리스 강 계량대는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닥과 
수평으로 설치되며 걸려 넘
어지는 위험과 복도 접근 문
제를 해결합니다.

 환자는 단순히 걷거나 계량
대 위로 바퀴가 있는 채로 체
중을 측정합니다. 
들것과 침대는 이중 무게측
정체계가 필요없이 182Cm 
길이 모델에 쉽게 맞습니다.

 무게는 종이 기록을 위해 프
린터가 포함된 오목한 벽부 
천연색, 접촉식 화면 디지털 
무게 표시기에 표시됩니다.

 디지털 표시기는 지속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AC 전원
을 공급하며  킬로그램, 파운
드 무게 판독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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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CE 바닥 속 투석 저울-휠체어 및 들것 측정용

SolaceID군 매입형 투석실체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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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lb x 0.2 lb /  
450 kg x 0.1 kg 무게용량

9.1 x 9.1, 122 x 91, 122 x 122 
Cm, 그리고 183 x 122 Cm
표준 계량대 크기
(8가지 표준형)
부식 방지 스테인리스강 
계량 데크

매입틀, 정리 링 및 오목
한 장착 표시기/ 프린터 
콤보 포함

레일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

DETECTO의 Solace 군 바닥 형 저울은 피트 프
레임, 스테인리스 스틸 데크, 트림 링 및 

855RMP 매입 형 표시기 / 프린터 콤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사용자 정의 크기 및 구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ID-7248S-855RMP형 



STRETCHER, GURNEYS 및 휠체어 환자용 저울

               8500/8550 이동용 스트레처체중계

 450 kg x 0.1 kg 
무게용량 

152 W x 82.6 Cm D 계량대

쉽게 계량대에 오르는
 2개의 통합 경사대 포함

모든 일반적인 스트레처 종류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계량대

8550의 기둥 장착 표시기
 및 8500의 원격 표시기

DETECTO의 들것 저울은 환자 체중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중요한 
병원에 응급 도착하는 곳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기둥 표시기가있는 DETECTO 모델 8550 및 원격 표시기가 있는 
8500은 ER, 투석, 장기 요양원 및 기타 모든 요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1,524 mm W x 826 mm D 계량대 크기는 모든 일반적인 스트
레처 유형들을 수용합니다. 단일통과 계량 기능은 표시기의 숫자 
자판을 사용하여 들것 또는 휠체어 용기중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합니다. 8500/8550 (8500-GUIDERAILS)에는 노
란색 안내 레일 키트(선택 사항)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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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0형 

DETECTO의 들것 저
울은 간호사가 쉽게 
들어 올리고 굴릴 수
있을만큼 가벼운 무
게로 제조됩니다. 
좁은 두께의 계량 
짐판은 거의 모든 크
기의 출입구에 쉽게 
맞습니다.

EMR / EHR 체계와의 무선 연결
을 위해 -C 모델에 Bluetooth 

5.0 / Wi-Fi 포함

 850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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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환자 체중을 측정하는 척도

In-Bed  IB군 인베드스케일-침대속저울 

Detecto의 침대속저울은 환자의 아래에 놓고 무게를 측정하기 위
해 유압으로 들어 올리는 1.8m 길이의 난연성 항균성 들것이 특징
입니다.
   디지털 저울에는 잠금식바퀴, 조정 가능한 계량팔이 견고한 강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점단추를 사용하면 직원이 정확한 환자 
측정을 위해 침구 무게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6 개의 AA 알카라인 건전지(제조원 포함되지 않음-길우제공)로 
전원이 공급되며 일부 형은 AC 변환기가 함께 제공됩니다. IB800은 
81cm 출입구에 맞으며 조절가능한 받침대가 있습니다. IBFL500은 
91cm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으며 고정 받침대가 있습니다. 
주의! 환자 수송용 장비가 아닙니다.
        절대 환자이동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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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kg x 0.1 kg 과 
350 kg x 0.1 kg 무게용량

난연성, 항균 1.8m 길이 들것

들어올림을 용이하게하는 유압식 올림장
치- *전동식은 별매 

들것 운반 혁대 및 "간편한 
보관" 용 통

계량 중 안전을 위해 후면 잠금
기능이 있는 전방위 회전 볼 베
어링 바퀴

EMR / EHR 체계와의 무선 연결
을 위해 -C 형에 Bluetooth 5.0 / 

Wi-Fi 포함

유압식 리프트로 환자 리프팅 용이

DETECTO의 IB 저울은 침대에 누워있는 비 보
행 환자의 빠르고 쉽고 효율적인 계량을위한 
유압 리프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IBFL500형 

 IBFL80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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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표시기가있는 휴대용 저울

APEX-RI 휴대용 저상체중계

원격 표시기가 있는 DETECTO의 APEX-RI군 휴대용 저울은 계랑판
은 43 W x 43 x 7센티 H, 1.9센티 높이입니다.

   파란색 LCD 무게 판독 값,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로 고정되는 단
위, BMI 계산, 저울바닥에서 표시기까지 1.8m 열결선, 일체형 운반 
손잡이, 질감이있는 계량대 표면, RS232 직렬 단자, 마이크로 USB-
B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HL7 IEEE 11073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
입니다.

  표시기는 받침대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벽이나 택상위의 위
치에서 읽을 수 있으므로 고정 또는 이동 사용에 적합합니다. 저울
은 조립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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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g x 0.1 kg 무게용량

광폭형 계량대:
 43 W x 43 D x 7센티 H

AA 건전지 12 개
(포함되지 않음-길우제공) 또는
AC 변환기(일부 형에 포함)

모자 기능은 성인이 안고있는 영
유아의 체중을 고려합니다.

벽면 장착 또는 데스크탑 장착 
금구 포함

apex®는  6 개의 간단한 단추로 쉽게 
사용할 수있는 첨단 스마트 폰 형 표
시기와 큰 판독을위한  LCD 표시기

를 갖고 있습니다.

무선 EMR / EHR 연결에 사용할 
수있는 Wi-Fi / Bluetooth 형 

APEX-RI형



6800 휴대형 비만용저상체중계 

450 kg x 0.1 kg 
무게용량

61 W x 61 D x 5.3센티 H 계량대

체질량지수BMI

운반용 손잡이가
  설치된 짜임새있는 설계

벽 / 책상 설치용 무게 표시기 
설치 금구 포함

많은 임상 응용 분야에 이상적인 DETECTO의 6800 저울은 짐판을 
밟을 때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저상형 계량대로 설계되어 있습니
다.   설치형 운반 손잡이와 짜임새 있는 크기로 6800은 운반하기 
쉬우며 비만자측정을 위한 넓은 계량대와 고용량을 제공합니다.

 DETECTO의 750형 무게표시기를 사용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벽
이나 책상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6 개의 AA 건전지(제조원 포함되지 않음- 길우제공)로 전원이 공
급되는 이 저울은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체도장도료와 검은 색 고무판을 사용하여 제품의 오랜 수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2한국대리점 www.gilwoo.co.kr   (02)2636-0009    giltron@naver.com

저상형 1인이동 비만인 저울

무선 EMR / EHR 연결에 사용할 
수있는 Wi-Fi / Bluetooth 형

 680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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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만 측정 

 DR660 충전식 휴대용 저상체중계

가정 건강 관리 환자 체중 측정에 이상적인 DETECTO의 DR660 휴
대용 비만 체중계에는 8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건전지 
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AC 변환기도 포함됨). 

DR660의 다리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양
한 계량 표면과 정렬되도록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DR660은 최소 걸음 수를위한 5cm 높이 미만의 플랫폼으로 비만 
환자가 갖고있는 넓은 자세를 위한 56cm 너비 계량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건전지 수명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 차단 시간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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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g x 0.2 kg 무게용량

53 W x 42 D x 49 H 센티 미끄럼 방지 

지륜 계량대

RS232 시리얼 출력 

표시기를 벽부형으로나 탁자용으로 

사용가능

이동식 손잡이 부착

일체형 운반 손잡이와 
경량설계로 운반이 용

이합니다. 
저울 바닥에서 연장
선으로 표시기연결. 

표시기 크기는 
8.6 ~ 32cm.

Model DR660



NTEP LEGAL-FOR-TRADE 인증 체중계, 레슬링등 운동성 또는
식이관리목적 클리닉 체중계

GP-600-MV1 인증형 저상체중계

 270 kg x 0.1 kg
 무게용량

46 W x 36 D x  5 
센티 H 계량대

NTEP 법적거래 
인증

EMR/EHR
 연결가능

이동용 손잡이

건전지 전원과 짜임새있는 계량판설계로 운반 손잡이가 특징 인 
이 GP-600-MV1 저울은 어디로든지 이동가능합니다.
46cm D x 36cm W x 6cm H 크기의 크고 쉽게 청소할 수있는 계량대
는 50밀리 높이로 되어있으며 평평한 표면에는 검은 색 미끄럼 방
지 매트와 수평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잠금 / 해제 단추로 저울에서 내려진 후에도 무게표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GP-600-MV1 NTEP는 거래에 합법적이며 체질량 지수를 
계산합니다. 표준 연결에는 USB 및 RS232 직렬단자가  포함되며 
Wi-Fi / Bluetooth를 제공하는 추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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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EMR / EHR 연결에 사용할 
수있는 Wi-Fi / Bluetooth 형

GP-600-MV1의 MedVue® 표시기는 쉽게 볼 
수 있도록 거의 1 인치 높이의 무게 디지트 

판독 값이 있는 생생한 8.9센티 너비 및 7.6
센티 높이 후광 LCD 표시기 화면을 

제공합니다.
GP-600-MV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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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TALK 시각 장애인을위한 음성안내 목욕저울

SlimTALK  음성안내체중계 

DETECTO의 SlimTALK 말하는 욕실저울은 노인, 비만인, 시각 장
애인에게 적합하며 또한 원격 의료 사용에도 이상적입니다. 

저울은 사용하기에 간단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기
에 적합하며 영어 또는 스페인 언어로 체중에 대한 명확하고 
쾌적한 음성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는 음성중지 기능스위치도 
있습니다. 매우 낮은 높이의 계량대는 쉽게 올라설 수 있도록 높
이가  36mm에 불과합니다. 본 이중 언어 SlimTALK 저울에는 
AAA 건전지 3개를 사용하며 자동 켜짐이 있고 읽기 쉽도록 대
형 38mm 높이 LCD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25

180 kg x 0.1 kg 또는 
250 kg x 0.1 kg 무게 용량

65 W x 27 D x 16 mm H 
계량대

두 언어를 사용 : 영어, 
스페인어 또는 OFF

맑고 경쾌하게 무게를 
음성으로  안내

정지마찰로 사용자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해 질감이 있는 표면 또는 
골이있는 매트가 있는 내구성 플
라스틱 계랑대로 설계됨 

스텝 온 / 오프 기능을 사용하면 저울을  
켤때 구부리지 않아서 서두르지 않고도 
계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건전

지 수명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u peso es 
setenta y ocho 

punto nueve 
kilogramos

Your weight is 
one-hundred 

eighty point six 
pounds



BLUETOOTH가 되는 슬림프로 음성저울

SlimPro 음성 목욕체중계

  272 kg x 0.1 kg
 무게용량

43 W x 37 D x  3.6센티 H
 계량대

읽기 쉬운 대형 38mm 
청색 후광 LCD

저울에 설치된 일체형 
운반 손잡이

Mother / Baby 방식에서는 
 성인이 안고있는 영유아의 

체중을 고려

DETECTO의 SlimPRO 저울은 272kg 용량, Bluetooth 연결, 어머
니 / 아기 체중 측정방식,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골이있는 고무 매트,
청색후광 LCD 및 일체형 운반 손잡이가 특징입니다.

 SlimPRO의 넓은 계량대 크기는  43cm W x 37 cm D x 3cm H입니
다. 이 저울은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우며 명확하고 쾌적한 음
성 안내를 제공합니다. 6 개 언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
어, 힌디어, 중국어 또는 OFF)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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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PRO는 모바일 앱과의
 무선 연결을위한 BLE 

(Bluetooth Low Energy) 4.0을 
갖추고 있습니다.

Model SLI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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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욕실체중계

D1130/D1130K 다이알 목욕체중계

목욕실, 건강피트니스 센터, 라커룸 및 건강관리시설에서 개인적
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DETECTO D1130에는 파운드와 킬로그램 
판 모두 제공됩니다. 낮은 계량판 설계와 미끄럼 방지 비닐판은 
D1130 및 D1130K 저울의 장점입니다. 본 제품은 경제적이고 미
려하게 설계 제조된 제품입니다. 

  흰색의 에나멜열처리마감과 한 사람 또는 온 가족의 체중을 표시
하는 4 개의 개인용 다채로운 색상의 표지기가 특징입니다.

  읽기 쉬운 대형 7 인치(18cm) 다이얼과 29 x 30 센티 크기의 넓고 
안정적인 계량대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이얼 하단의 조정기를 사
용하여 영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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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용량: 300 lb x 1 lb (D1130) 와    

130 kg x 500 g (D1130K)

계량대크기: 29 x 30 센티

다이알 크기: 18센티

천연색 무게표시기: 4색 

미끄럼방지판

백색 에나멜 열처리

D1130형 

D1130K형 



돌출된 단추로 쾌적한 촉감을 더하여 편안하게 
누를 수 있으며, 신호음이 들리면 단추누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치 크기의 굵은 숫자의 파란색후광 LCD로

 거의 모든 조명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4가지 단추로 사용하는 디지털 저울

DR400C/ DR550C 공간절약체중계 

550 lb x 0.2 lb / 250 kg x 0.1 kg형과   
400 lb x 0.5 lb / 180 kg x 0.2 kg형   

32 W x 30 D x 5.5 Cm H 계량대

크고 굵은  25mm크기 높은 숫자와
파란색 후광 LCD

계량판의 코일 케이블로 표시기의 
여러위치 지정 가능

견인력으로 환자 안정성을위한
 미끄럼 방지 질감 처리 된

 검은색 고무판

DETECTO의 형명 DR400C 및 DR550C 디지털 저울은 조립된 상태
로 배송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경량 플랫폼과 크고 굵은 파란색후광 판독 값은 이저울을 
이동 클리닉, 가정 의료 간호사, 의사 사무실, 일반 용도 및 가정용 
욕실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DR군 표시기의 다용도 설치금구와 코일형 연장선을 사용하여 
표시기를 바닥이나 책상위에 배치하여 빠른 이동식측정을 하거나 
포함된 나사와 플라스틱 건식 벽체 앵커를 사용하여 벽에 영구적으
로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선택규격인 검은색 휴대용 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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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DR400C

형명 
DR5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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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휴대용 신장측정기 

  PHR 기계식 휴대용신장계

DETECTO의 PHR 휴대용 신장
계는 설치가 간단하고 사용하
기 쉽습니다. 벽에 고정 할 필
요가 없으며 큰 바닥판으로 
되어있어 벽에 고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완전히 독립되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의 간격유지부품은 벽에 
배치할 때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본 신장계의 측
정 범위는 11.5cm – 205cm이
며 높이 막대의 양쪽에 0.1cm 
눈금이 표시됩니다. 

   PHR 신장계는 무게와 높이
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DETECTO DR400C 디지털 바
닥 저울을 추가할 수있는 독
특한 양면 머리부품을 사용합
니다.

  바닥에 DR400C 체중계없이 
PHR을 사용하는 경우 머리부
품을 거꾸로 뒤집어 끼우기 
만하면 됩니다.

29

이동식 고신뢰성
신장측정

11.5 cm – 205 cm
신장측정범위

DETECTO DR400C 
체중계와 함께 사용

유아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측정

높이기둥은 4개 부분으로 쉽게 분
리되며 머리부품 및 계량대와 바
닥부분과 함께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PHR 및 DR400C에 
맞는 어깨 끈이있
는 별매 PHR-CASE 
휴대용상자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Model PHR 
with DR4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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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아 체중계, 넓은 계량대 및 일체형 길이측정테이프

6745 디지털 유아 체중계

DETECTO 형명 6745 디지털 유아체중계에는 일반적인 신생아 움
직임을 보정하는 체중 고정 기능이 있습니다.   무게가 안정되면 
"고정"되어 표시됩니다.  유아는 들어 옮길 수가 있으며 체중은 그
대로 유지됩니다. 

   키패드의 단계별 지침을 통해 다음에 수행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저울에는 내장 건전지 충전기, AC 변환기(포함), 신장 측정자, 대
형 1.0 인치 높이의 반 투과 LCD표시기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을 통
해 체중계를 프린터 또는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66 W x 19 C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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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lb x 0.1 oz / 
15 kg x 0.005 kg 무게 용량

파운드 및 온스 / 킬로그램
 (kg으로 만 고정 될 수 있음)

넓은 계량대: 66 W x 
30 Cm D

최대 56cm의
측정자 부착 

RS232디지털출력

6745에는 PC 또는 프린터의 연결
을위한 직렬 출력이 있습니다.

6745형 



플라스틱 조개모양 의자가 경사지게 있는 소아용 저울

                8432-CH 디지털 유아경사체중계

무게용량:   
20 kg x 0.02 kg (model 8432-CH)과  

20 kg x 0.02 kg (model 8432KG-CH)

파운드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설정 

재미있는 플라스틱 껍
질 모양의 시트가 유아

를 편안하게함

측정 안정성을 위해
 견고한 측정대 사용

누름단추로 짐판무게 
영점화

경사 의자 좌석이 있는 
DETECTO의 8432-CH군    소
아용 저울은 유아의 체중 측정
을 위한 건강 클리닉 및 의료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
입니다. 

   저울에는 어린이에게 최적
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세
척하기 쉬운 조개 모양의 플라
스틱 자리와 내구성 있고 튼튼
한 에나멜 처리 된 강철 저울
계량판이 있습니다. 

   무게를 잴 때 플라스틱 
"쉘"에 앉는 것이 재미있기 때
문에 유아는 8432-CH의 경사 
좌석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파운드 및 킬로그램 판독 값
과 안정성을 위한 튼튼한 강
철 하부 구조를 갖춘 이 소아
용 저울은 많은 장점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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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2-CH군  유아용 저울
에있는 DETECTO의 플라
스틱 조개모양의 경사 시
트는 소아 환자에게 체중 
측정을 즐겁게 해줍니다.

체중 표시기는 조개
모양판 상단에 편안
하게 위치하여 아기
가 앉은 상태에서 체
중을 쉽게 읽을 수 있

습니다.

 8432-CH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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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체중 측정을 위한 접이식 판이 있는 아기 저울- 
 읽기 쉬운 표시기 및 체중리콜 기능 부 

8440 디지털 접이판 유아체중계

영유아의 정확하고 안전한 체중 측정을 제공하는 DETECTO의 
8440형 디지털 저울은 가정 건강 및 의료 클리닉에 이상적입니다.

 8440의 무게측정 짐판은 서있는 유아의 무게를 측정하고 쉽게 운
반 할 수 있도록 분리 할 수 있습니다. 
   25mm 높이 LCD표시기는 파운드 및 킬로그램 판독값을 일게하
고 내장 시계를 읽게 합니다. 저울의 무게 차이 단추는 저울에있는 
현재 무게와 메모리에 저장된 무게 사이의 무게 차이를 시간 및 날
짜와 함께 제공합니다. 

전원은 기억용 9V 알카라인 건전지(제조원 포함되지 않음-길우
제공) 1 개와 3V CR2032 리튬 백업건전지(포함됨)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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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b x 1/2 oz / 
20 kg x 10 g 
무게용량

계량판크기:  
52 W x 27 D x 10 Cm H

이전 체중 기억 
불러오기

무게 변화 계산

별매의
휴대용 상자(8440-CASE)

8440의 짐판은 접을 수있어 쉽게 운반 할 수 
있으며 체중이 최대 20킬로까지 나가는 유아

가 편리하게 서있을 수 있습니다.

8440 유아체중계용 DETECTO 모델 
8440-CASE 휴대용 상자

Model 8440



 신생아에서 소아 측정까지넉넉하고 곡선이 있는 계량판

MB130 디지털 유아신장체중계 

0 – 22 lb x 0.01 lb / 22 – 44 lb x 0.02 lb 
0 – 10 kg x 5 g / 10 – 20 kg x 10 g

선형 측정자 부착

이동식 의료용으로 휴대 가능하고 
가볍고 건전지로 동작

읽기에 큰 표시기

편안하고 둥근윤곽이있는 계량 
판이 아기를 안전하게 받침

신생아에서 소아과 진료에 이르는 이중 눈금(정확도 5g)  
DETECTO의 MB130 디지털 저울은 탈착식 짐판이 있어 저울을 
낮은 높이의 유아용 저울로 자동 변환시킬수가 있습니다. 

   MB130은 건전지를 절약하기 위해 2분 후 자동 차단 기능이있는 
9V 알카라인 건전지(포함되지 않음-길우제공) 또는 AC변환기 
(포함됨) 1개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5 자리 표시기의  25mm 높이 LCD는 눈에 잘 띄는 판독값을 제
공합니다. 
   측정자가 부착되어 있어서 1mm 단위로 최대 55cm까지를  읽
게해 줍니다. 별매형 DLM 디지털 길이 측정 막대는 모든 디지털 
측정대를 위해 저울에 쉽게 장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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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매의 어깨끈을 조정할
 수 있는 이동용 가방

MB-CASE)형 
DETECTO 
MB130형 

별매의 DLM 디지털 키    
측정기 포함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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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용 디지털 신장 측정기

DLM 유아신장계 

DETECTO의 DLM형 디지털 길이 측정대는  MB130 소아용 저
울에 장착하여 통합디지털측정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량으로 설계되고 건전지동작관계로 한 환자방에서 다른 
환자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DLM에는 편리한 단위 
전환 기능이있는 굵은 글씨 LCD와 함께 머리 및 발 위치대가 
있습니다. 

   DLM의 전체 치수는 29cm W x 7cm H x 62cm L입니다. 
DLM은 2개의 1.5V AAA 건전지로 동작됩니다(포함됨).
화면에 측정 값을 유지하는 보류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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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in - 31-1/2 in 
35 cm -80 cm  측정범위

1/16 inch 
1 mm 단위 

읽음 단위는  feet/
inches와 CM

검사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MB130 
유아용 저울에 부착
해서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부드러운 윤곽이있는 손ㄴ
잡이들은 유아의 손길에도 
부드럽습니다.

편리한 단위변환

 ft/in, in, 또는  cm변환 

DLM형 



CHUX 패드, 젖은 기저귀, 장기 및 젖은 랩스폰지 수중세척 무게측정기-용기포함

WPS12UT 수세식저울

다음을 포함한 6가지 용량이 있음
192 oz x 0.05 oz 와 5,500 g x 1 g

충전식 건전지 팩포함

임상 시술 중 체액 또는 혈액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

기저귀 체액 또는 혈액 손실 흡수에 
탁월.

산모가 분만 중 출혈이있을 때 수술
실에서 사용되는 chuxs무게측정 

용기단추는  마른 기저귀 또는 chux무
게를 제거하고 더러워진 기저귀 또는 
피 묻은 chux의 체액 배출량을 측정

    DETECTO의 WPS12UT Mariner 디지털 저울은 물속에 완전히 잠
길 수있어 세척이 용이합니다. 이 저울은 사용한 chux 언더 패드, 
젖은 기저귀 (성인 및 어린이용), 랩 스폰지 및 장기의 무게를 측정
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자동 차단 기능이있는 편리한 80시간 충전식 건전지팩은 에너지
를 절약하고 저울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1.7cm 깊이의 스테인리스강 용기는 시료 보관을 돕고 쉽게 청
소할 수 있습니다.  본 기저귀 저울의  30mm 높이 후광LCD는 조명
이 어두운 어린이방에서도 쉽게 무게를 읽을 수 있습니다. 
     WPS12UT의 돌출된 단추는 감촉이 뛰어나 편리한 동작을 시
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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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청결을 위한 침습식세척

WPS12UT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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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혈액 백, 환자 폐기물 샘플 및 약국 알약계산

420군 디지털 정밀 저울

    DETECTO의 디지털 정밀 저울은 10 밀리그램까지의 정확도를 
특징으로하며 매우 정확한 계량 응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탈
착식 공기차단막은 많은 형명과 함께 제공됩니다.

    420군은 NTEP 및 OIML 거래에 적합합니다. 모델 420-100 및 
420-2000 외 품목들은 충전식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420 군은 병원에서 혈액 백(혈액 및 혈액 성분), 환자 의료 폐기물 
시료 및 병원 약국의 알약 계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학교, 대학, 산업 및 농업)에서 계량 화학 물질 및 분
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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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 정밀 

8개의 단위

충전용건전지 포함

Class II 법정 거래용 

계수 동작

정확한 측정을위한 공기
차단막 포함
(420-3000을 제외한 모
든 형에에 포함)

파란색  후광이 있 는 거의 23mm 
높이의 굵은 숫자.

420-100 와 
420-2000형 제외 

420-100형 

420-100 형 

공기차단막부 



스테인리스강재질  자동저울(대형 장기계량용기 포함)

T3530 걸이형 다이얼저울 
무게용량: 32 lb x 1 oz (T3530형 )과  

15 kg x 25 g ( T3530KG형)

   37밀리 직경의  큰 다이알 크기

다이얼은 양쪽, 앞뒤에서 읽을 
수 있음

SS강의 저울과 용기

부검.수술실 무게측정용 DETECTO의 T3530 군 걸이
형 다이얼 저울은 직경 34cm
의 깊이가 있는 탈착식 스테
인리스 강 용기를 갖추고있
어 부검용으로 이상적입니
다. 

    보호유리판은 직경37cm 
다이얼을 덮고 있으며 양쪽
에서 초대형 판독 값으로 보
입니다.

    avoirdupois 또는 미터법
형으로 제공됩니다: 32 lb 용
량 (10lb x 1oz) 또는 15kg 용
량 (5kg x 25g). 

    극심한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열가소성 스프링
은 장기적인 정확성을 보장
하고 에어 대시 포트는 하중
이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합
니다.

본 저울은 메커니즘을 보호
하고 스케일 수명을 증가시
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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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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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폐기물용 견고하게 제작 스텝-온-캔

견고함으로 이름이 붙여진 DETECTO의 스텝 온 캔은 병원, 의사 사
무실, 환자방 및 실험실 환경에 적합합니다. 

    튼튼한 페달과 연결구조물, 가방 고정 장치가 장착된 이 제품은 
5 가지 크기와 2가지 재질로 제공됩니다: 스테인리스 강 또는 구운 
에폭시 마감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제공). 

    DETECTO 스텝 온 캔은 난연성이며 위생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
는 뚜껑이 있는 통합 구조가 특징입니다. 모든 DETECTO 스텝 온 
캔은 UL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모델 C-100, P-100 및 P-100R 제외)

39

16qt, 24qt,  32qt, 48qt 
와  100qt 크기

견고한 구조

튼튼한 발판 및 자동 
닫힘 뚜껑

생물학적 위험 및 감염 
폐기물 접착 라벨 포함

3 가지 마감: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칠해진 가열 에
폭시 및 스테인리스 강

 P군

 P32R형 PR군
 C군

P군/ C군 생물재해 쓰레기통



연철 및 스테인리스강 범용 글러브 박스 홀더
장갑 1 상자, 2 상자 또는 3 상

자를 수용 할 수있는 형

몇 초 만에 설치
장착기구 포함

공급된 장갑 유형을 볼 수있는 
열린공간설계 

개인 라벨링 가능

대부분의 장갑상자 
유형 수용

견고한 강철 구조

DETECTO의 흰색 구운 에폭시 마감 또는 스테인리스강 범용 장갑
상자 홀더로 카운터 공간을 절약하십시오. 개방형 설계를 통해 어
떤 크기 또는 유형의 장갑이 분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더는 카운터 또는 선반 공간이 제한된 대부분의 글러브 박스 유
형을 수용할 수있을만큼 보편적입니다. 

 GH형은 장갑 1개, 2개 또는 3개의 상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견
고한 강철 구조로 인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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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1SS형 

GH1형 
GH2SS형 

GH군 장갑상자걸이



DETECTO는 개선, 개선,
또는 사전 통지없이 기능 및 사양을 수정합니다.

한국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www.gilwoo.co.kr
(02)2636-0009    giltr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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