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화학, 식품 등 다양한 공정에서 샘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샘플을 이동,
　　   주입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Ezi-Dock™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액체, 파우더 샘플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이송할 수 있으며, 샘플 이동 작업 후
별도의 세척 및 검사(Inspection)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합니다. 기존의 유사한 샘플 관리
장치에 비해 가격이 4-5배 정도 저렴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샘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쉽고 빠르게 Bag을 교체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Ezi-Dock™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완벽한 파우더 샘플 관리
오염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ChemiSky Co., Ltd. │ www.chemisky.co.kr

Advantages

> 안전하고 깔끔한 Sample 관리

> Sample 오염 최소화

> 편리한 사용법

> 빠르고 간편한 Bag 교체

> 액체 및 파우더에 사용 가능

> 높은 밀폐 성능 <1㎍/m3

Application

> 반응기 샘플 충전 시

> 외부 물질 주입 시

> 파우더형 샘플 관리

> 블렌더, 믹서 사용 시

> 고위험 물질 관리

> 반응 결과물 관리

About Ezi-Dock™

의

Ezi-Dock™
  New System fo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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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54번길 7 마텍빌딩 1층

> 기본 모델 : 4인치 / 6인치 선택 가능

> 최고 수준의 밀폐 성능 <1㎍/m3

> 간단한 유지관리

> 기존 Split Butterfly Valve 대비 4-5배 비용 절감

> 기본 모델 + 플라스틱 재질 구성

> 가벼운 무게, 합리적인 가격

> 약학, 바이오 분야에 추천

> 4인치 모델만 제공

> 설치 및 제거가 매우 간단

> 경쟁사 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

> 일회성 제품 : 세척 및 관리 필요 없음

> 빠르고 간편한 사용법

> 다양한 크기와 용량

> 의약품 규격에 맞춘 디자인

　　　- Sanitary 4 inch Tri-Clamps (BS4825-3)

> USP Class VI에서 승인한 HDPE 소재로 제작

> FDA에서 승인한 정전기 방지 첨가제 포함

Ezi-Flow™ CSV4 & CSV6

Ezi-Flow™ CSV4 All Plastic

Pharmaceutical Chargebags

Pharma Process Bottles

Ezi-Dock™
  Products  Line-up

World Class Industrial Packaging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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