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 de AS: un sistema completo con más de
100.000 posibilidades.
Utilizado por empresas líderes en todo el mundo.

액체 화학 물질의
세계 선두 디스펜스 시스템

Consumidores de productos químicos de los más diversos sectores industriales han descubierto ya las ventajas del sistema QC d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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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tal
Agri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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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de AS: un sistema completo con más de
100.000 posibilidades.
Utilizado por empresas líderes en todo el mundo.

이제 옛날 방식의 드럼 디스펜싱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Argumentos limpios avalan uno de los sistemas de extracción
de productos químicos líquidos líderes en el mundo.

Consumidores de productos químicos de los más diversos sectores industriales han descubierto ya las ventajas del sistema QC de AS:

Industria

Semiconductores
Tecnología solar y sistemas fotovoltaicos
Pantalla planas
Galvanotecnia
Química
Impresión / papel
Tratamiento del agua
Automoción / construcción de maquinaria
Adhesivos
Cristal
가스 유출!
Agricultura

가스,
증기 및 미립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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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핑

드리핑

드럼 펌프 제거시
화학 물질의 드리핑(dripping)

탭 사용시
화학 물질의 드리핑(dr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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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종합 시스템: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양합니다.

1.

2.

3.

4.

깨끗한 배송:
통합된 딥 튜브 이용

빠른 연결:
제품 믹스업을 방지하는
코딩 시스템 이용

무공해 디스펜싱:
통합된 벤틸레이션 이용

해체시 드리핑이 없음:
통합된 차단 밸브 이용

가스가 통제 없이 유출되는 일이 없습니다.
체크 밸브, 미립자 필터 또는 나선형 튜브를
통해 안전하게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회로에서 디스펜싱이 됩니다.
실용적으로: 두 번째 드럼 입구가 밀폐
상태를 유지합니다.

해제시에 드리핑(drippping)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디스펜싱 헤드의 다양한 차단
밸브가 (예를 들어: 자동 체크 밸브) 밀폐
상태로 완전히 차단합니다.

딥 튜브를 미리 용기에 설치하여 화학 약품
공급 업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액체와 접촉이 없으며, 드리핑(dripping)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AS
AS QC-SYSTEM:
QC-SYSTEM: QUICKLY CONNECTED – SAFELY DISPENSED

고정 시켜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한 매체 할당 기능을 갖춘, 특허 받은
핀홀 코딩 시스템이 제품의 믹스업을
완전히 방지해 줍니다.

www.qc-syste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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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QC-System은 액체 화학 물질
안 AS의 QC-System은
액체 AS의
화학 물질
디스펜싱을
위한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의 디스펜스 시스템 중 하나로디스펜스 시스템 중 하나로
발전해
왔습니다. QC는시스템이
단순한 Quick-Connect 시스템이
. QC는 단순한
Quick-Connect
아닙니다.
QC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정밀
툴입니다.
산성, 알칼리성 및
조된 정밀 툴입니다. 산성, 알칼리성 및
용제뿐만
아니라
공격적이며
가연성이
라 공격적이며 가연성이 높은 제품에도 적합하며, 높은 제품에도 적합하며,
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않기 때문에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한 종합 시스템:
스마트한 종합 시스템: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양합니다.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양합니다.

AS QC-System은
회로에서 디스펜싱과 벤틸레이션을
m은 폐쇄 회로에서
디스펜싱과폐쇄
벤틸레이션을
동시에 할정교한
수 있는
매우 시스템이며,
다양하고 정교한 어댑터 시스템이며,
는 매우 다양하고
어댑터
사용자와
환경을
지키며
보호합니다. 공급망에 완벽하게
을 지키며 보호합니다. 공급망에 완벽하게
통합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위해 100,000
으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위해 100,000
가지가
넘는
종류의
옵션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모듈식 통합
류의 옵션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모듈식 통합
시스템입니다.

금속 부품 산,
없이
고순도용제 그리고
산, 알칼리, 용제 그리고
이 고순도
알칼리,
제작
로 제작 플라스틱으로
가연성
시스템에도 가연성 시스템에도
사용 가능
가능
고순도의 고성능사용
플라스틱으로
라스틱으로

제조되는 QC-System은 반도체 화학
em은 반도체 화학
AS의 QC는 여러 액체 시스템에
제품에도 적합합니다.
각 용도에
AS의 QC는
여러 맞게
액체 시스템에
다. 각 용도에 맞게
매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사용하여매우
완벽하게
제작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하게 제작합니다.
전도성 버전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전도성 않기
버전 때문에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부식이 없습니다.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전기 방전 없음). 가압 용기는
(정전기 방전 없음). 가압 용기는
딥 튜브를 통해 쉽게 벤틸레이션이
딥 튜브를 통해 쉽게 벤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또한 안전성을
가능합니다. 이 기능 또한 안전성을
높여 줍니다.
높여 줍니다.

3.

4.

1.

무공해 디스펜싱:
통합된 벤틸레이션 이용

해체시 드리핑이 없음:
100 가지 이상의
100 가지 이상의
통합된 차단 밸브 이용
디스펜스 헤드 종류 디스펜스 헤드 종류

가스가 통제 없이 유출되는 일이 없습니다.
체크 밸브, 미립자 필터 또는 나선형 튜브를
통해 안전하게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회로에서 디스펜싱이 됩니다.
실용적으로: 두 번째 드럼 입구가 밀폐
상태를 유지합니다.

해제시에 드리핑(drippping)이 전혀 생기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탭 시스템 않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탭 디스펜싱
시스템 - 헤드의 다양한 차단
실용적인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간단한
실용적인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간단한
밸브가 (예를
들어: 자동 체크 밸브) 밀폐
시험 디스펜싱에서부터 High-Flow 버전
시험 디스펜싱에서부터
High-Flow
버전
상태로
완전히 차단합니다.
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또한 자동화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어댑터로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어댑터로
펌프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펌프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AS
ASQC-SYSTEM:
QC-SYSTEM:QUICKLY
QUICKLYCONNECTED
CONNECTED–––SAFELY
SAFELYDISPENSED
DISPENSED
AS
QC-SYSTEM:
QUICKLY
CONNECTED
SAFELY
DISPENSED
QUICKLY CONNECTED – SAFELY DISPENSED

맞춤형으로 미리 설치된
1000 종류 이상의 딥튜브

즉시 사용 가능한
종합 시스템

거의 모든 길이, 모든 용기에 사용
가능하며, 표준 유형이 1,000 가지가
넘습니다. 거의 완전히 디스펜싱 할 수
있는 벨로우즈 길이 보정기를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 물질
공급 업체가 딥 튜브를 용기에 미리
설치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께끗하며 간단합니다.

주문에 따라 AS QC-System을
디스펜스 헤드, 호스, 펌프, 벤틸레이션과
함께 종합 시스템으로도 공급해 드립니다.
필 레벨 감지 시스템 및 컨트롤 박스의
전기 시스템을 모두 갖춘 하나의
시스템으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치하고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1.

2.

2.

3.

깨끗한
배송:
빠른 연결:
호환
가능
모바일
시스템 및
깨끗한 배송: 모든 용기와
빠른 연결:
통합된
딥
튜브
이용
제품
믹스업을
방지하는
특별 솔루션
통합된 딥 튜브
이용
AS QC-System은
아주 호환성이 좋아 제품 믹스업을 방지하는
5 리터 캐니스터부터 1,000 리터
코딩 시스템 이용 코딩 시스템 이용

무공해
통합된

가스가 통제
체크 밸브, 미
통해 안전하
때문에 폐회
실용적으로:
상태를 유지

특수 분배 헤드, 개별 고객 맞춤형
IBC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수직 및
딥 튜브를
미리 용기에
설치하여 화학 약품
솔루션
리필
스테이션.
고정 또는
시켜 모바일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수평
디스펜싱도
다양하게
딥 튜브를 미리 용기에
설치하여
화학가능합니다.
약품
공급그
업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고정 시켜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AS가
해결매체
못할할당
일은기능을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최고입니다.
정확한
갖춘, 특허 받은
공급 업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체 할당 기능을 갖춘, 특허 받은
액체와 접촉이 없으며, 드리핑(dripping)
핀홀 코딩 시스템이 제품의 믹스업을
액체와 접촉이 없으며, 드리핑(dripping)
핀홀 코딩 시스템이 제품의 믹스업을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지해 줍니다.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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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QC-SYSTEM: Q

QC - 전체 시스템
100,000 종류 이상 제공
전 세계 선두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QC-Syste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

반도체
태양광 기술 및 광전지
평면 디스플레이
전기 도금
화학
인쇄 / 종이
물 처리
자동차 / 기계 공학
접착제
유리
농업

제약 / 생명 공학 / 화장품 / 식료품
실험실 / 연구소 /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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