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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포지트 호스 기술의 세계적
선두주자
Dantec는 콤포지트 호스 기술의 세계적
선두주자입니다. 40년간의 제작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50개국에 걸쳐 세계적인
배급망과 지원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년간 Formular One의 공식 업체로
지정된 Dantec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화재
안전,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콤포지트 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을 접목한 우리 제품은 특화된
석유화학분야, 해상, 산업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석유와 화학물질과 같은 유체 수송뿐 아니라
액화가스 수송을 위한 극저온용 호스, 강산 물질과
바이오연료를 위한 불소 중합체 호스, 탄화수소 물질을 위한
증기 호스, 그리고 건설용으로 특화된 호스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증된 우수한
기술
1969년에 설립된 Dantec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콤포지트 호스 제조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업계
최초로 ISO 9000인증을 획득하였고, 그 밖에 IMO, IBC,
IGC와 같은 국내 및 국제 표준 인증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특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잉글랜드 북쪽에 세워진
공장에서는 최상의 성능을 원하는 고객 필요에 맞추기
위해 최상의 원료만을 사용해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Dantec는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최상의 호스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제품은 최적의 안전성, 간편한 핸들링,
안정성, 제품 수명, 그리고 현금가치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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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지원 네트워크
세계화에 따라, 제품의 성능뿐 아니라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술지원, 호스 설치 및
연결, 물류 서비스를 담당할 지원 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물류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종류와 사이즈에 상관없이,
부속품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이들 물류 회사들은 호스 설치 및 연결에 대한 절차를
훈련을 받기 때문에 고객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설치합니다.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는 재료 기술 전문가를
포함하여 영국 본사로부터 고도로 숙련된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연료 이송
-화학물질
이송

도로용 탱커 및 방문식
연료 수송은 물론 해외 및
해상 수송을 위해 디자인된
중량 및 경량 등 광범위한
컴포지트 호스

적용
연료 및 바이오연료 수송

호스 타입
Petroleum & Oil Hose
Danoil 3/ 7/ 9

일반적인 시장
석유, 해상, 산업

적용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에 안전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Danchem
계열의 호스

액체 화약물질, 식물성 및
광물성 오일의 공장 수송

호스 타입
General Purpose Chemical
Danchem PG, PS, SG, SS,
Danflon SG, SS, SGA, SSA

일반적인 시장

-화재에
안전한 호스

-증기 물질
이송

-액화가스
이송

제약, 화학

적용

국제 운영 표준 중 가장
엄격한 표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저온환경에 맞춰
특별히 고안된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저온용 호스

LPG, LNG,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에틸렌 등과 같은 액화
가스 수송

호스 타입
Danchem PA

일반적인 시장
해상, 도로용 및 기차용 탱커

Sure-lec 이 보증되는

적용
탄화수소 생성물의 증기순환

전기선 연결성으로 매우

호스 타입

위험한 상황에도 적용

VR GG, SG, SS, VR PG, PS

가능한 Dantec의 증기 호스

일반적인 시장
해상, 도로용 및 기차용 탱커

그 외에도, 적어도 30mins의
제품 무결성을 요하는 화재에

적용

민감한 물질을 취급하는

화재에 민감한 특수 분야

환경, 길이에 제한 없는
호스가 필요하거나 고온에서
적용해야 하는 환경 등에

호스 타입
FIRESAFE

일반적인 시장
산업

부합하는 특수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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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사례연구
해상 STS
Fendercare Marine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상 서비스
및 장비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부탄이나 프로판과 같은
액화가스의 STS (ship to ship) 작업에 있어 호스 핸들링과
지원 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Dantec를
찾았습니다. 호스의 핸들링, 호스 배치 및 보관의 문제는
호스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endercare Marine은 이들 호스에 대한 최적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Dantec
의 상무 이사인 존 레이드로 (John Laidlaw) 는 24시간
동안 오만 만의 VLGC (Very Large Gas Carrier, 대규모
가스 운송선) 에 승선하여 호스의 배치, 배치 이후의 운영,
Dantec의 저온 호스 간의 분리에 대해 감독하며 문제점을

“

해결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Dantec의 컴포지트 해상 호스의 안전한
운영 방식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운영을 개선시킬 Dantec의 새로운 기술을
고대합니다.
마르지 타라포레 선장
계류장, Fendercare Marine

”

외부 온도가 47도까지 치솟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24
여 시간 동안 모든 부분의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호스의 고리 걸이, 호스 들어올리기, 호스
받치기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 Dantec
는 호스 운영을 개선하고 STS 상황에 맞는 고객 지원
체계를 개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Fendercare
Marine의 호스 운영 능력의 안전성을 크게 끌어 올리고
장기적 자산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호스 핸들에 관한 조언과 더불어Dantec는 해상 호스에 대한
육안 검사 방법 및 부적합 호스 판별 방법 등 호스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점을 짚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Fendercare Marine 내부 훈련 매뉴얼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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