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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국문)

제이오텍은 정밀함을 요구하는 첨단 연구/실험실의 실험기기 분야에서 국내 으뜸 기업입니다. 제품의 개발, 제조, 영업 뿐만 아
니라 밸리데이션 및 사후 서비스까지,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해 연구/실험실에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실험실 가구, 안전 시약장 등 국내 실험실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사소개(영문)

Jeio Tech is a leading company in the field of advanced research and lab equipment that requires precision. We provide differentiated c
ustomer value to research through professional technical personnel from product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sales as well as vali
dation and after-sales service.

출품품목 소개(국문)

제이오텍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은 국내 유일 CE (EN-14470-1 규격) 인증을 받아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
인증을 획득한 화재 안전 캐비넷입니다. 화재 발생 시, 보관 중인 인화성 물질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고, 보관함 내부 온도를 인
화성 물질의 자연발화점 이하로 유지하여 2차 화재 폭발 피해를 방지하는데 탁월합니다.
제이오텍 산/염기 물질 보관함은 국내 최초 EN-14727 규격의 테스트를 완료하여 성능 및 내구성 관련 테스트가 통과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관함입니다. SEFA 규격 권장에 따라 우수한 내화학성 내장재를 사용하여 산/염기 물질의 장기간 보관에 적합하
며, 화관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규정에 따라 독립된 가스 배출 경로를 통해, 이종 가스 간 혼합이 없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출품품목 소개(영문)

Fire Safety Cabinet' is a flammable material storage container that has been certified as the only CE (EN-14470-1) in Korea. In the event
of fire, it is excellent for physically isolating the flammable material stored and keeping the internal temperature of the container below
the ignition point of the material to prevent secondary fire explosion damage.
'Corrosive Cabinet' is a safe and reliable storage container for acid/base material that has passed the tests of EN-14727 for performanc
e and durabilit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interior trim that recommended by SEFA is suitable for long-ter
m storage of acid/base materials.

제품사진

인화성위험물 보관함 (Fire Safety Cabinet)

산염기 시약장 (Corrosive Cab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