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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son EFD는 동물 보건 제품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일차 포장과 약물 투여 주사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50년이 넘는 정밀 

주형 경험을 활용하여 동물용 의약품과 영양 

보조제를 위해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일회용 밀폐 주사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FD 동물 보건 투여 주사기는 100% FDA 승인 

HDPE, LDPE 및 PP 수지로 주형됩니다. 주사기는 

경구용에서부터 국소용, 유선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응용 형식에 사용되도록 다양한 크기와 

노즐로 제공됩니다. 혁신적인 자체 환기 특징은 

공기 포집을 방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투여를 보장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Dial-A-Dose® 및 Posi-Dose®  

주사기는 동물 보건 제약회사가 지정하는 치료 

요건을 토대로 다양한 용량에 적합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osi-Dose는 모든 용량이 

전부 투여된다는 긍정적인 확인을 위해 노즐이 

없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물 보건 솔루션

동물 보건 
솔루션

동영상 보기 
nordsonefd.com/AnimalHealthVideo

투여 주사기는 플런저 삽입 과정을 단순화하여 고속 충전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리드인’ 보조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개 

http://videos.nordsonefd.com/detail/videos/animal-health/video/5808142691001/animal-health-drug-packaging-systems-overview?autoStart=true
http://videos.nordsonefd.com/detail/videos/animal-health/video/5808142691001/animal-health-drug-packaging-systems-overview?autoStart=true
http://videos.nordsonefd.com/detail/videos/animal-health/video/5808142691001/animal-health-drug-packaging-systems-overview?autoStar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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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

Nordson EFD는 말과 소, 개, 고양이 등 동물의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투여용 주사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회용이나 다회용 옵션으로 제공되는 EFD 일회용 동물 

보건 주사기는 의약품이나 보조제, 각종 기타 크림과 겔, 

페이스트를 포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형 동물에서부터 대형 동물에 이르기까지 10개 이상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식품 포장용 3 ~ 15cc 

주사기 

 •  말 의약품 포장에 사용되는 30 ~ 36cc 주사기 및  

6cc Posi-Dose 주사기 

 •  젖소 및 소 의약품 및 영양제 포장에 사용되는  

60-300cc 주사기 

300cc 카트리지는 치료시 대용량을 투여하거나 한 

배치에 대규모 동물에 투여하는 데 이상적인 전용 투여 

건에 사용됩니다. 

동물 보건 솔루션

Dial-A-Dose 및 Posi-Dose 주사기는 사용자가 

특정 투여량을 설정하고 제어된 의약품 용량을 

여러 차례 투여할 수 있는 통합 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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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옵션

동물의 크기와 유동액의 점도, 투여 방법을 토대로 다양한 동물 

보건 응용 요건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즐이 설계되었습니다. 

노즐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구

 • 직장

 • 국소

 • 유선

뿐만 아니라, Nordson EFD는 추후 사용을 위해 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노즐 캡도 완비하였습니다. 캡은 주사기를 보관할 때 누출을 

방지하는 스냅 록 비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EFD는 모든 주사기 형식에 캡을 제공합니다. 스냅 록, 이중 밀봉 

캡은 주사기 노즐과 밀착하여 선적 및 충전 시 포장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컨버터블 캡은 암소의 유선염 치료를 위해 

동일한 주사기에 짧은 노즐과 긴 노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투여 설명에 따라 노즐의 완전 또는 부분 삽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보건 솔루션

노즐 캡은 저장을 위해 밀폐를 조성하면서도 

사용자가 용량을 투여할 때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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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스타일 주사기 크기 용도

짧은 테이퍼 
(1/16" ID x 7/32" 길이)

15cc 암소의 유선염 치료를 위한 부분 유선 삽입

가는 테이퍼 
(1/16" ID x 1-1/18" 길이)

6cc, 12cc, 30cc 암소의 유선염 치료를 위한 전체 유선 삽입

Posi-Dose  
(25/64" ID)

6cc
말의 경구 투여. 일반적으로 말 구충제와 같은 말용 페
이스트

표준 경구 
(3/16" ID x 1-13/32" 길이)

6cc, 15cc, 30cc, 32cc,  
36cc, 60cc, 80cc, 100cc

소형부터 대형 동물의 경구 투여

중간 경구  
(9/32" ID x 1-13/32" 길이)

32cc, 34cc, 36cc 말의 경구 투여

중간 경구   
(1/4" ID x 1-23/64" 길이)

60cc, 80cc 소의 경구 투여

광폭 테이퍼 경구  
(1/4" ID x 7/8" 길이)

36cc 말의 경구 투여, 일반적으로 진한 페이스트

광폭 경구   
(13/32" ID x 1-5/16" 길이)

60cc, 80cc, 100cc 소의 경구 투여, 일반적으로 진한 페이스트

루어 슬립 
(3/32" ID x 11/32" 길이)

3cc, 6cc 고양이의 국소, 귀, 또는 경구 투여

라운드 엔드 
(1/8" ID x 1-1/8" 길이)

6cc 고양이의 귀 또는 직장 투여

라운드 엔드 
(1/8" ID x 2-1/32" 길이)

15cc 개의 귀 또는 직장 투여

광폭 경구 롱 
(3/8" ID x 13-1/2" 길이)

300cc 소의 경구 투여. 일반적으로 송아지의 우유 대체제
광폭 경구 쇼트 
(3/8" ID x 11-3/8" 길이)

동물 보건 솔루션

노즐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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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런저 변형

Nordson EFD는 4개의 플런저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다회 

투여용 Dial-A-Dose 플런저는 동물의 크기나 치료 일정, 포장 

재료의 기타 요건을 토대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통합된 링을 이용하면 정확한 용량을 “다이얼로 주입”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회 투여용 Posi-Dose 플런저에는 특정 투여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제자리에 고정되는 고급 트위스트 록 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타 원피스 및 투피스 플런저는 일회 투여나 다회 투여 용도에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특정 용량 설정을 위한 다이얼 인 링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피스 플런저에는 정확한 용량을 

손쉽게 투여할 수 있는 씰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체형 주형 씰이 

포함된 원피스 플런저는 저렴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모든 플런저는 점적액이나 침, 제품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Nordson EFD는 구체적인 용도 및 투여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Dial-A-Dose, Posi-Dose, 기타 플런저에 

맞춤 교정 및 스탬핑 표지를 제공합니다. 

모든 플런저는 

점적액이나 침, 제품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Nordson EFD는 

구체적인 용도 및 투여 

요건에 부합하기저에 

맞춤 교정 및 스탬핑 

표지를 제공합니다.

동물 보건 솔루션

Posi-Dose

원피스 플

투피스 

Dial-A-Dose



8

소

용도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기능식품을 소에게 투여하거나 

우유 대체제를 송아지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광폭 경구 쇼트 카트리지(300cc) 

 • 광폭 경구 롱 카트리지(300cc) 

 • 투여 건 

암소의 유선염 유선 치료

권장 솔루션  
 • 가는 테이퍼 주사기 (6cc, 12cc, 15cc 또는 30cc) 

 •  전체 및 부분 삽입 기능을 위한 컨버터블 캡이 달린 가는 

테이퍼 주사기

 • 짧은 테이퍼 주사기(15cc)

 • 원피스 플런저 

구충제 또는 정확하고 반복적인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약물을 

소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표준 경구용 주사기(60cc, 80cc, 100cc)

 • 중간 경구용 주사기(60cc, 80cc)

 • 광폭 경구용 주사기(60cc, 80cc 또는 100cc)

 • Dial-A-Dose 플런저 

영양보조제와 같은 기능식품을 소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표준 경구용 주사기(60cc, 80cc, 100cc)

 • 중간 경구용 주사기(60cc, 80cc)

 • 광폭 경구용 주사기(60cc, 80cc 또는 100cc)

 • 투피스 플런저 

동물 보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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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용도

구충제 및 기타 말 의약품을 말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Posi-Dose 주사기 및 플런저(6cc)

  노즐이 없는 디자인은 각 용량이 전부 분배된다는 

긍정적인 확인을 보장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기능식품을 말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표준 경구용 주사기(32cc, 36cc)

 • 중간 경구용 주사기(32cc, 34cc, 36cc)

 • 광폭 테이퍼 경구용 주사기(36cc)

 • 투피스 플런저  

궤양 의약품이나 통증 관리용 NSAID를 말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Posi-Dose 주사기 및 플런저(6cc)

 • 표준 경구용 주사기(32cc, 36cc)

 • 중간 경구용 주사기(32cc, 34cc, 36cc)

 • 광폭 테이퍼 경구용 주사기(36cc)

 • Dial-A-Dose 플런저 

동물 보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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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용도

치료제를 개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표준 경구용 주사기(15cc)

 • Dial-A-Dose 플런저

기능식품을 개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표준 경구용 주사기(15cc)

 • 투피스 플런저 

귓병 치료용 귀약을 고양이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루어 슬립 주사기(3cc, 6cc)

 • 원피스 플런저 

벼룩이나 진드기 보호를 위한 국소 

약용 점적액을 고양이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루어 슬립 주사기(3cc, 6cc)

 • 원피스 플런저 

헤어볼 치료제를 고양이에게 투여

권장 솔루션 
 • 가는 테이퍼 주사기(6cc)

 • 원피스 플런저 

동물 보건 솔루션



11

왜 Nordson EFD인가요?

1963년부터 가장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해 온 Nordson EFD

는 제품과 용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정밀한 동물 보건 제품 포장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 의약품 및 영양 보조제에 사용되는 당사의 일회용 주사기는 엄격한 허용차에 맞게 

제조되고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과 공정을 거쳐 가장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충전 및 투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개국 이상에 사무소와 창고를 두고 있는 우리 글로벌 팀은 전세계 동물 보건 제품 제조사와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고객 지원과 재고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보건 솔루션

맞춤 솔루션

Nordson EFD는 일회용 동물 

보건 투여 주사기를 위해 각종 

맞춤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고객이 전용 투여 

주사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 색상이나 제품 디자인,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고객은 자사의 EFD 투여 주사기를 

위해 맞춤 인몰드 라벨이나 표준 

라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맞춤 주사기 크기와 노즐, 플런저도 

제공합니다.

Nordson EFD는 구체적인 용도 및 

투여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Dial-

A-Dose, Posi-Dose, 기타 플런저 

스타일에 맞춤 교정 및 스탬핑 

표지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맞춤 

포장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 툴의 수정을 통해 

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 요청 

동물 보건 응용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Nordson EFD의 

전세계 네트워크는 귀하의 요구를 의논하고 귀하의 약물 포장과 투여 요건, 

예산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82-31-736-8321

korea@nordsonefd.com 

우리에게 접속하십시오.  

견본 요청

EFD 일회용 동물 보건 투여 주사기를 시험하고 싶다면 견본을 요청하십시오 

www.nordsonefd.com/kr/AHsamples 로 이동하십시오.

동물 보건 솔루션

Nordson EFD 제품은 40개국 이상에서 판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EFD에 문의하시거나 

www.nordsonefd.com/kr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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