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Handling Of Chemicals

●

Brilliant For Dispensing Chemicals

Ezi-action® Drumpump is ...

No1.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
No2. 화학물질 및 식용 액체에 적용 가능
No3. 다양한 레버색상을 사용하여 물질 구분 가능
No4. 특허기술 “ Double Action Pumping ” 가능

Ezi-action® Drumpumps
The Best Hand Drum Pump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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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i-Action® Drum Pump
■ Ezi-action® Drum Pump란
일반 드럼 펌프의 단점을 완벽 보완한 “신개념 드럼 펌프”입니다.
드럼용, 말통용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원하는 펌프 선택이 가능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Drum Pump Line-Up
20 Liter, 60 Liter, 200 Liter, 1,000 Liter 드럼통 사이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zi-action® 200/55 Drum Pump
드럼통 사이즈 : 200 Liter
다양한 사이즈의 Fittings을 제공
(M63, M69 and MBSP fittings)

Ezi-action® 25/5 Drum Pump
말통 사이즈 : 20 Liter
다양한 사이즈의 Fittings을 제공
(C57,C63 fittings)

Feature
● 특허기술 “ Double Action Pump”로 신속한 유체이동이 가능
● FDA에 준하여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제조
● 내화학성이 매우 강하여, 강산, 강염기에도 사용이 가능
● 이중 Seal을 이용하여 누출 방지 및 안전한 sealing
● 다양한 레버색상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물질 구분이 가능(* 마지막 페이지 Accesor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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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i-Action® Accessories
■ Ezi-action® Adaptor Fitting
누출방지 및 안전한 sealing이 가능한 Ezi-action Adaptor Fitting

Adaptor Fitting Line-Up
®

Ezi-action

®

M fittings과 Ezi-action

C fittings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총 16개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63, M69 and MBSP (For 200 Liter Drum Pump)
● M63 : 외경 63mm (Coarse thread)
● M69 : 외경 69mm (국내 플라스틱 드럼 용기에 맞음)
● MBSP : 외경 58mm (국내 Steel 드럼 용기에 맞음)

C57 and C63 (For 20 Liter Drum Pump)
● C57 : 외경 57mm (국내 플라스틱 말통 용기에 맞음)
● C63 : 외경 63mm (국내 플라스틱 말통 용기에 맞음)

■ Seal Pack(Hytrel)

● LDPE보다 더 정교한
Plastic washer seal과
Scraper seal
● 펌핑시 펌프 막대에 화학물이
뭍어나는 것을 방지

■ Non-Siphon Check Valve

■ Splash Guard Spout

● Hose에 직접 꽂아서 사용

● 용도에 따라 사이즈 선택 가능

● Hose안으로 공기가 들어

● 토출구 입구 spout는 hose

오게 하여 siphon 방지
● Polypropylene with a viton seal

내경 19mm 호스로 연결가능
● 안전하게 물질 이송이 가능

Ezi-Action® Accessories
■ Safety Strap

6가지 색상의 레버 사용으로 안전하게 물질 구분

How to use

Feature
● 다양한 레버 색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물질 구분이 가능
● 펌핑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액체 누출을 방지
● 어린이 사용방지 기능

■ Ezi-action® Safety Measure Kit
Feature
● 1 Liter(32 fluid oz)
● FDA에 준하여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제조
● 드럼통에서 말통으로 안전하게 액체 이송이 가능

Colour coded cap
다양한 색상의 cap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물질 구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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