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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c Pod - 보호

• 최대 96시간 보호 기능을 

인증받았습니다. 

•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온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2°C ~ +8°C

 – +15°C ~ +25°C

 – -15°C ~ -25°C

• 글로벌 배송업체 네트워크와의 제휴로 

공급망 내 온도 제어 배송품에 대한 
제어와 가시성이 확보됩니다. 

Almac Pod - 최적화

• Almac Pod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배송 
상자가 남는 일이 없습니다. 

• 최적화된 기술로 온도 일탈을 

방지합니다. 

• 임상 용품을 꺼내고 나면 배송업체가 

빈 상자를 수거하므로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간단하고 투명한 일회용 비용 부과 

방식입니다. 회수, 품질 보증 및 재공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대 96시간 보호 기능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lmac Pod - 동적

• 상변화물질을 활용하여 열 보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 각 포장 및 운송 중 지점에서 해당되는 

보관 장소에 즉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처리 용량 및 유연성을 

향상했습니다. 

• Almac은 향상된 솔루션으로 임상 

배송품을 연중 배송 처리할 수 있습니다. 

Almac이 보유한 글로벌 종단 

간 온도 관리 및 공급망 관리 

솔루션의 일환인 Almac 

Pod는 Almac의 보호되고, 

최적화되어 있으며, 동적인 온도 

제어 배송 솔루션으로서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계 

정상급인 이 Almac 솔루션은 

Almac에서 승인한 글로벌 

배송업체 네트워크와 제휴하여 

제공됩니다. 

Almac Clinical Services는 글로벌 임상시험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솔루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우수한 배송 상자인 
Almac Pod™는 보호(Protected)되고, 최적화(Optimised)되어 있으며, 
동적(Dynamic)인 온도 제어 배송 솔루션을 실현합니다. Almac Pod는 임상 
배송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며 첨단 기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제제나 
취급하기 까다로운 약물에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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