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치 기어 
Switchgear



MERZ Schaltgeräte GMBH + CO KG는 
세계적인 그룹 PCE의 맴버 Merz GmbH의 
100% 자회사로서 Merz GmbH의 70년 스
위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MERZ Schaltge-
räte GMBH + CO KG 를 설립하였습니다.

MERZ Schaltgeräte GMBH + CO KG operates as 
a 100 % subsidiary of the Merz GmbH, member 
of the globally successful and expansive PCE 

Group. MERZ Schaltgeräte GMBH + CO KG 
draws on the 70-year switch know-how of 

Merz GmbH.

회사 소개  
Our Company



당사는 글로벌 회사이며 전세계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MERZ Schaltgeräte GMBH + CO KG 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그 명성을 넓혀왔습니

다. 당사의 지사와 대리점들은 전 세계 모든 주요 시장에서 고객과 가까운 곳 어디서든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당사 비즈니스 모델에는 고품질의 전기식 개폐 장치에 대한 완벽한 개발 
공정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이 전기 부품들을 연구, 개발, 생산하고 판매
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일련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개별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가능
한 모든 방안을 제시합니다.

WE ARE GLOBAL AND REGIONAL STRONG 

MERZ Schaltgeräte GMBH + CO KG has steadily expanded its presence internationally in recent 

years. With contacts and representatives all over the world, we are represented in all important 

markets and always close to our customers. Our business model also includes the complete 

development process of a high-quality electromechanical switchgear: highly specialized teams 

create ideas, develop, produce and sell the electronic components that make the difference. We 

deliver innovations to our customers in series and every possibility for customized individuality!

Siegfried Glaser

소개 경영부서  
Introduction Management



생산부서 – 연구소
Production – Laboratory 



철학
Philosophy

성공을 추구하는 자 방향이 필요하다 

MERZ Switchgear 는 초기부터 이 모토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의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모

든 기업 활동을 직접 이 설정에 맞추어 갔으며 수년 동안 이러한 근본적인 결정이 기업 철학

을 이끄는 모든 토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라 증명해왔습니다.

Who seeks success, needs direction 

MERZ Switchgear found it from the very beginning. Namely, in the direct alignment of every 

corporate activity to exceed customer needs. For many years this fundamental determination 

has proven to be the perfect foundation for all pillars that carry the corporate philosophy.



작업 방식
How w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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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구사항 
분석 및 고객 맞춤 상담
requirements analysis 

Individual customer-specific  
advice leads to success

제품 정보 전달 및 권한 알아보기
To get to know 

Authorization and passing on of 
product information

모든 자원 사용 

Using all resources

모든 주문은 개별적으로 처리 

every order is claim  
to individuality

축적된 아이디어, 
견고한 개념 

Ideas mature,  
concepts convince

장치 선택, 
요구 사양 선정, 솔루션 제안 스케줄링

gear selection 
Requirement profile, solution 

proposal scheduling

시험 단계 샘플링, 품질 평가
pilot phase 

Sampling, quality assessment

개념 설계, 
발주 처리, 주문 진행

conceptual design 
Order placement, order processing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 

Lead the way to success



DC 스위치 
DC Switches

UVR스위치 
UVR Switches

특수 스위치를 포함한 캠 스위치 
Cam Switches inclusive Special Switches

컴팩트 스위치 
Compact Switches

산업별 특화 솔루션
Industry-specific Solutions

모든 스위치 요약 
Summary of all Switchcategories

www.merz-schaltgeraete.de 또는 제품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면 제품 군에 대해 더 많은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격(전류 정격), 회로 다이어그램, 설치/부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
명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about the respective groups can be found on our website:
www.merz-schaltgeraete.de or in our product brochures. You can also find detailed descriptions 
of rating (current rating), circuit diagram, type of installation / type or accessories there.

수리 및 보수용 스위치 
Repair and Maintenance Switches



UVR 스위치 
UVR Switches

수리 및 보수용 스위치  
Repair and Maintenance Switches

컴팩트 스위치 
Compact Switches

실내외 용도에 적합한 메인 또는 비상 정
지 스위치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함체형 스
위치.

Encapsulated Switches designed to be used 
as main or emergency stop switches suitable 
for indoor and outdoor applications.

MERZ 컴팩트 스위치는 On/Off 스위치로서 
개방형 및 함체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The MERZ Compact Switches as ON/OFF  
switches in open and encapsulated designs.

부족전압 차단 장치가 있는 MERZ UVR 스
위치 제품의 전력범위는32A – 63A까지 입
니다.

The MERZ UVR Switches with undervoltage 
release are available for a power range from 
32A – 63A.



DC 스위치 
DC Switches

특수 스위치를 포함한 캠 스위치 
Cam Switches inclusive Special Switches

산업별 특화 솔루션  
Industry-specific Solutions

MERZ DC 스위치는 DC 부하 개폐기로 특별
히 개발되었습니다.

The MERZ DC Switches have been specifically 
developed as DC load break disconnectors.

MERZ 캠 스위치는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자
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The MERZ Cam Switches are freely configurable 
thanks to their modular principle.

MERZ 산업별 특화 솔루션은 대부분의 고객 요구에 부
응하는 맞춤형 솔루션 입니다.

The MERZ Industry-specific Solutions can be adapted to 
virtually any customer requirements.



MERZ Schaltgeräte GMBH + CO KG 

Kernerstraße 15 
D-74405 Gaildorf 

Telefon  +49 (0) 7971 252-252
Fax   +49 (0) 7971 252-351 

info@merz-schaltgeraete.de
www.merz-schaltgeraet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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