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Pouch® FastWrap™ – 우수한 성능의 주문형 보호 포장 기기

적용 분야

AirPouch® FastWrap™ 은 유연하고, 안정적이며, 사용하기 편리한 업계 최강의 주문형 보호 포장
시스템입니다. FastWrap 시스템은 감싸기, 끼워 넣기, 차단 및 보강에 사용되는 공기 충전 버블과 튜브를
생산합니다. FastWrap은 반품을 줄이고 고객 만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운반되는 제품을 완충하여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전기로만 작동되는 소형의 편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적은 AirPouch FastWrap은 독립적인
시스템 또는 모든 포장 공간에 맞는 다양한 장비 부품과 통합하기에도 이상적인 기기입니다.
FastWrap 시스템은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최신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AirPouch FastWrap 주문형
보호 포장 시스템은 칼날을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급의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기본 착용 물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감싸기, 끼워 넣기, 차단 및
보강
• 우편 주문 취급
• 약품
취급
• 제3차 물류
• 계약 포장 및 취급

AirPouch FastWrap 완충 버블은 당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있는 채널 충전 벌집형 디자인으로, 여러
방향으로 감쌀 수 있어 제품 보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FastWrap 차단 및 보강 튜브에는 당사의 특허
EZ-Tear ™ Perforations이 튜브 사이에 적용되어 쉽게 분리할 수 있고 폐기되는 자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EarthAware™ Biodegradable* 및 재활용 필름을 비롯하여 시스템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필름으로 공급됩니다. 자재가 상자로 편리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취급이 편리하며, 종이, 폼(foam), 및 사전
제작된 번들형 버블 자재에 요구되는 보관 요건을 많이 줄여줍니다.

밀폐가 보장되어 보호력을
향상시키는 특허 출원된 듀얼
벨트 드라이브 및 밴드 밀봉재

기본 착용 물품이 필요
없는 칼날을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

다양한 포장 장비의
손쉬운 통합을 위한
소형 디자인

자재가 고효율 상자로
제공되어 들어 올리거나
전환해야 하는 횟수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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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이점

선택적인 추가 부품

유연성

• 기계 스탠드

하나의 시스템에서 감싸기, 끼워 넣기, 차단 및 보강에 사용되는

• 보관 호퍼(용기)

주문형 버블과 튜브 생산

• 자동 와인더

전기로만 작동되는 신속한 시스템
분당 20미터의 속도로 작동하며 압축 공기가 필요 없이 전기로만
작동되는 테이블탑 시스템
비용 감축
향상된 공기 유지력 및 처리 성능으로 입방 미터당 비용 감소

• 발 스위치
• 특별한 포장 공간 요건에 맞춘 주문형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술 정보

수월한 유지보수
편리한 유지 보수 및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안정적인 장비
보관 공간 감소
요건을 줄이도록 고효율 상자로 제공되는 자재

460 mm

종이, 발포 패킹(foam) 및 사전 제작된 버블 자재의 보관 및 수송

손쉬운 사용
지적 설계 및 일정한 충전 레벨
및 밀봉 품질을 위한 열, 공기,
속도 제어를 통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어를 조절합니다.

길이 250 mm x 너비 440 mm

낭비 제거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용 랩
(감싸기 자재) 및 튜브 자재를
충전하고 밀봉하여 낭비가 없도록
합니다.

진단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온보드 연결
포트를 통해 진단을 수행합니다.

무게

17kg

전기

100/240VAC; 50/60Hz; 7/3.5FLA

자재 크기

300mm, 600mm 랩(팽창) 및 350mm
튜브(팽창)

유통업체

시스템에 부합하는 자재
서비스 및 지원
주문형 엔지니어링 및 통합

1-330-342-2000

info@airpouch.com

모든 자재는 재활용에 편리한 #4 플라스틱으로 분류됩니다.
*EGDC/생분해성 필름에 사용되는 첨가제는 ASTM, ISO, 및 그 밖의 유사한 표준화 기구의 승인을 받은
표준 시험 방식에 따라 독립적인 연구 기관의 시험을 거쳤으며 생분해성으로 환경에 안전하다는 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생물학적 분해의 속도와 시간은 노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분해성 라벨의 부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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