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담시스템

인사말

다담시스템 대표 유정모

다담시스템는 화장품을 자동화로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 향상 시키고 고정비 절약으로 유지비를 줄일 수 있어
산업발전에 중요한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동화 설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의 자동화로
작업자는 더욱 높은 품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 및
제약 회사 무인 완전 자동화를 통해 공급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담시스템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유럽 등 각종
공작기계를 구비하고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판매가로
공급하고있으며 아울러 여러 중고 공작 기계를 판매하고 있으며
30여 년 풍부한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기계
수리 및 보수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어 A/S를 즉시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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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마스크 고속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평면마스크 고속 생산라인
이 기계는 평면 마스크 고속 생산 자동화 기계로 PLC제어 프로그램, 서보 구동으로 자동화 정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
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인터페이스와 원료 광전 감지로 파라미터 조절이 편리하고, 고장자가 진단기능도 있습
니다. 전송시스템이 간단하고 , 작업이 보다 안정적이며, 유지보수가 더 편리합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4500mm×3600mm×2000mm
전력： 7KW
생산량 : 130-18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59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3D마스크 고속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3D마스크 고속 생산라인
KF94 라인 1 마스크 기계는 (한국)KF94 표준/(일본)DS2 표준 마스크 생산 자동 기계에 적합합니다. 전체 기계는 원단
걸이, 코편 부분, 외형 용접 부분, 접는 성형 부분,외형 커터 부분, 회전 부분,이어밴드 용접 부분, 이어밴드 내부 접힘 용접
부분으로 구성되며 서보 모터, 실린더, 초음파 용접기를 사용하여 완성합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6000mm×3700mm×1800mm
전력： 15KW
생산량 : 80-10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15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2노즈 라인 평만마스크 기계 (비표준형)
이 기계는 평면 마스크 생산을 위한 자동화 기계로 이중 노즈라인 디자인으로 노즈 라인은 스트립으로 고정되고 본체
와 이어 스트랩 기계로 구성되였습니다. 노즈라인 접착 용접부터 마스크 본체 생산, 2차용접까지 모두 자동화로 완성됩니
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8000mm×5000mm×2210mm
전력： 5KW
생산량 : 55-6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10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고속 탄력이어밴드 평면마스크 기계
이 기계는 주로 평판 마스크의 자동 생산에 사용되며, 원단의 전체 롤을 풀고 헤밍, 노즈 스트립 도포, 폴딩, 이어 밴드
슬리 팅을 거쳐 완제품을 절단 한 후 완성 된 마스크를 컨베이어로 출력합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12235mm×2720mm×2400mm
전력： 66KW
생산량 : 400-50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15t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평면마스크 포장기 연결 기계
이 기계는 자동으로 포장하는 평면마스크 기계입니다. 마스크 본체 생산에서부터 노즈라인 용접, 이어밴드 용접에서
완성품 포장까지 모두 자동화로 이어집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5200mm×3930mm×2210mm
전력： 7.6KW
생산량 : 90-10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17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전자동 평면 라인1 아우터 이어스트랩 마스크 기계
이 기계는 하나의 본체와 하나의 이어 스트랩 기계로 구성된 평면 마스크 생산을 위한 전자동 기계입니다. 마스크 본
체 생산부터 이어 스트랩 용접, 코 라인 용접, 완제품까지 모든 작업이 수동 조작없이 자동화됩니다. 아웃 이어밴드 마스
크 생산에 적합합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6000mm×3930mm×2210mm
전력： 5KW
생산량 : 90-10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8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전자동 평면 라인1 이너 이어스트랩 마스크 기계
이 기계는 본체와 이어 스트랩 기계로 구성된 평면 마스크 생산을위한 전자동 기계입니다. 마스크 본체 생산부터 이
어 스트랩 용접, 노즈라인 용접, 완제품까지 모든 작업은 자동화되어 있으며 수동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너 마스
크 생산에 적합합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6000mm×3930mm×2210mm
전력： 5KW
생산량 : 60-7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8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전자동 평면 라인2 마스크 기계
이 기계는 평면 마스크 생산을 위한 전자동 기계로 본체와 2 대의 이어 밴드 용접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본체 생산부터 이어 스트랩 용접, 노즈라인 용접,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사람의 조작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이너 이어스크랩 및 아우터 이어스크랩 마스크 생산에 적합합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6400mm×3200mm×1680mm
전력： 11KW
생산량 : 130-14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16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자동 박스포장 평면마스크 라인2 생산라인
이 기계는 불량품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및 선별하여 박스에 자동으로 포장 할 수있는 평면 마스크 기계입니다. 마
스크 본체 생산부터 노즈 라인 용접, 귀끈 용접, 완제품이 박스에 포장까지 진행됩니다. 박스당 포장개수수 설정 및 자
동 모니터링 장치의 설정이 가능하여 완제품의 합격율을 보장합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10000mm×4300mm×2000mm
전력： 19KW
생산량 : 130-14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42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3D 마스크 자동생산 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3D 마스크(KF94) 라인 1
이 기계는 3D 모양의 마스크 본체를 자동으로 생산하는 장비로 원단 공급에서부터 마스크 본체 완성품까지 자동
으로 완성됩니다. 노즈라인, 초음파 엠보싱 로고, 호흡 밸브 구멍 펀칭, 4 겹으로 초음파 용접 등 한번에 완성 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은 절단되고 계수 및 수집이 자동으로 완료되며 출력이 높습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5200mm×1200mm×1400mm
전력： 5.5KW
생산량 : 40-5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5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3D 마스크 자동생산 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3D 마스크(KF94) 라인 1
이 기계는 3D 모양의 마스크 본체를 자동으로 생산하는 장비로 원단 공급에서부터 마스크 본체 완성품까지 자동
으로 완성됩니다. 노즈라인, 초음파 엠보싱 로고, 호흡 밸브 구멍 펀칭, 4 겹으로 초음파 용접 등 한번에 완성 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은 절단되고 계수 및 수집이 자동으로 완료되며 출력이 높습니다.
기술사양
1.
2.
3.
4.
5.
6.

기계사이즈5200mm×1200mm×1400mm
전력： 5.5KW
생산량 : 40-50pcs/min
제어방식: PLC
기계중량: 500KG
검측방법: 광전감지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

1-2개의 생산 라인 기능 소개

이 설비는 자동 평면 마스크 생산 라인입니다. 하나의 본체로 두 개의 이어링 밴드를 구동하는 기계입니다
본 설비는 마스크 본체를 출력한 후 마스크 본체 시트는 컨베이어 벨트 구조에 의해 회전기구로 이송됩니다. 리버스 메커니즘은 이어링 벤
드 기계에 연결된 벨트에 마스크 플레이트를 뒤집는 데 사용되며, 마스크 시트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어링 밴드 기계 앞면에 있는 첫 번
째 마스크 플레이트로 이송되고, 마지막으로 실린더 프레싱에 의해 마스크 시트가 이어링 밴드에 배치됩니다. 기계의 마스크 플레이트에서
이어링 밴드 기계는 마스크의 이어링 벤드와 테두리의 용접을 완료하여 이어링 밴드 마스크 제품의 생산을 완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 기계는 PLC, 터치스크린 화면, 주요 컨베이어 벨트는 단상 모터 운송, 스테핑 모터 회전, 정확한 변속기, 안정적인 제어 및 조정 가능한
속도를 채택합니다.
•

제품 특징

1. 높은 안정성, 낮은 실패율, 깔끔한 외관과, 녹슬지 않습니다
2. 컴퓨터 PLC 프로그래밍 제어, 서보 드라이브 보다 높은 자동화의 정도
3. 실수를 피하고 낭비를 중이기 위한 원료의 광전 탐지기
•

기술 사양

•

1. 기계사이즈 4500mm×5,500mm×1830mm；

2. 전압： AC 220V 50-60Hz.
3. 1-2 생산 라인 생산 효율 : 90-100 장 / 분
4. 전력 : 8.5KW
주요 전기 부품 주요 기계 구성 :
1. 가변 주파수 모터 1 세트, 초음파 2 세트
2. PLC 제어 1 세트
3.전광 센서 2 이어링 밴드 머신 .인버터 모터 2세트
4.스테퍼 모터 4세트
5.실린더 12~16 세트
6.초음파 4 세트
7.센서 10세트 이송장치：속도 제어 모터 2세트

평면 마스크 자동 생산라인

Flat mask automatic production line

•

본 기계는 첨단 기술을 채택하고 전문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현재 생산 속도, 높은 안전성 및 완전한 구성을 갖춘 마스
크 장비 입니다. 생산 원단을 선반에 올려 놓고 설정 완료 후 기계는 자동으로 전체 생산합니다. 포장 작업은 한 사람만 수행하면 전체 자동
화된 생산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으며 장비는 외관이 깔끔하고 위생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초음파 용접을 채택하였습니다.

생산량은 110~160장 (분) 코 프릿지의 길이는 조절할 수 있고 제품 크기 오차는 1mm +/_ 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금형을 변경하면 다양한 마스크 시트를 실현할 수 있으며 기계는 다양한 부직포 마스크, 부드러운 원단 마스크, 거즈
마스크, 활성탄 마스크, 이중 노즈 라인 마스크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층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을 설
계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외관이 아름답고 성능이 안정적이며 고장률이 낮고 크기가 작으며 녹이 슬지 않고 견고한 알루미늄 합금 구
조를 채택하였습니다.
•

생산 과정

생산원료 수입, 자동 급지, 노르 라인 절단/급지 , 헤밍 용접, 폴딩, 몰딩 용접, 광전 감지, 자동 슬라이싱, 완제품 출력, 트레이 분류, 완전 자동
화입니다
•

제품 특징

1、알루미늄 합금 구조 사용 하여 외관이 아름답고 녹슬지 않습니다
2、컴퓨터 PLC, 프로그램 제어, 높은 안전성, 낮은 고장률, 저소음
3、대만 수입 서보 모터, 스테퍼 모터 드라이브, 고정밀 채택
4、실수를 방지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원료의 광전 센서 감기
5、본 설비는 2~3대의 내부 이어링 스트랩 또는 외부 이어링 스크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기계 하부는 풀리와 고정 바퀴를 채택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안정성이 강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7、이 모델에는 새로운 고급 컨베이어 벨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정렬 및 포장만으로 높은 정확도로 제품을 자동 수집하고 분류 및 포장합니다 。
8、제품 요구 사항, 제품 크기, 길이 및 두께에 따라 장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9、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생산 주문에 따라 다양한 이어링 밴드 기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본 비용+사용면적+인건비 및 기타 주요 문
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고객에게 풍부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합니다 。
4.

기술사양

기계 사이즈：3345*630*1,830mm
전압：AC 220V50-60Hz
생산량：110-160장 (분)
(분) 용량 ：2.7kW

이어링
서브
마스크
밴드 포장기계
마스크

Earing
Sub
Mask
band
Packing
mask Machine

•1. 본서보
장비는
마스크
초음파
포장용접을
기계, 사용하여
모텔 HL-P-350X는
고무 밴드를
외부
마스크
귀 또는
바디의
내부 두
귀끝
마스크의
안쪽에 포장을
융합합니다,
만족시킬
이것은
수 있습니다.
마스크 생성의
프론트
마지막
엔드는
프로세스입니다.
벨트를 사용하
여 언로드하여
명의 작업자만
빈 백을
마스크
방지하기
플레이트에
위한 자동
마스크
마스크
바디를
길이
배치하면
백 포장,됩니다.
합니다완제품에
옵션은 인쇄기
대한 후속
생산조치는
날짜를장비에
온라인으로
의해 인쇄할
자동으로
수 완료됩니다.
있습니다. 이 기
계는
정확한
전송
및: 조정
속도와 더불어 자동 귀환 제어 장치와 단계 드라이브를 채택했습니다.
권장
패키지
두께
범위
팩당 가능한
1개~10개.
•

기계 특징

사용면적이 작으며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구조가 아름답고 녹슬지 않습니다.
컴퓨터
PLC
제어, 서보/스템 드라이브, 높은 수준의 자동화, 높은 안전성, 낮은 고장률
2. 기술
사양
광전
감지
선서, 자동 카운팅 기능(총 카운팅 및 배치 카운팅 포함)
필름폭
340mm

•팩 길이
기술 120-280
사양
MM 팩 너비 50-160mm 제품 높이 60mm
기계
필름 사이즈:1915*855*1,780mm
롤 직경 320mm

전압:AC
50-60Hz
포장속도220V
40-230
장/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설정 전원 220V, 50/60HZ, 2.8 KVA
생산량：40-50
기계 사이즈 (L) 장
4005×(W) 765×(H) 1375
(분)용량：2.7KW
중량 약 550Kg

서브 마스크 포장기계

Sub Mask Packing Machine

1. 서보 마스크 포장 기계, 모텔 HL-P-350X는 외부 귀 또는 내부 귀 마스크의 포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는 벨트를 사용하
여 언로드하여 빈 백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마스크 길이 백 포장, 합니다 옵션은 인쇄기 생산 날짜를 온라인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권장 패키지 두께 범위 : 팩당 1개~10개.

2.

기술 사양

필름폭 340mm
팩 길이 120-280 MM 팩 너비 50-160mm 제품 높이 60mm
필름 롤 직경 320mm
포장속도 40-230 장/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설정 전원 220V, 50/60HZ, 2.8 KVA
기계 사이즈 (L) 4005×(W) 765×(H) 1375
중량 약 550Kg

엔지니어링예제
ENGINEERINGEXAMPLE

다담 시스템은 워크숍 레이아웃 설계, 기계 선택 및 설치(원 스톱 솔루션)를 위한 하나의 스톱 스테이션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DADAM system supply one stop station service for designing workshop layout, selecting machines and
installation(one stop solution).

芒
： 三
勹

,.
～

역삼 투 수처리
water treatment
역삼
수처리Reverse
Reverseosmosis
osmosis
water treatment

t＿

～

진공 균질화 유화제Vacuum homogenizing emulsifier

엔지니어링예제
ENGINEERINGEXAMPLE

～

세제 균질화 믹서 Detergent Homogenizing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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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충진기Automatic filling machine

수 처리 시리즈

역삼투과수장치

REVERSE OSMOSIS WATER TREATMEN

안정적 출력 수질, 간단하고 편리한 작동
수처리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다기능 및 지능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S t a b l e o u t p u t wa t e r quality, s i mp l e a n d c o n v e n i e n t o p e r a t i o n
w a t e r t r e a t m e n t s y s t e m is c o m b i n i n g w i t h mu l t i - f u n c t i o n a n d i n t e l l
i g e n ce , a p p l i ca b l e t o a va r i e t y o f i n d u str ies .

플로 차트 :
→ 원수 → 원수 펌프 → 쿼트 샌드 필터 → 활성탄 필터 → 정밀 필터 → RO 시스템 → 순수한 물 탱크 → 순수한 물 펌프 →
자외선 살균 → 물 사용

역삼투과수장치

REVERSE OSMOSIS WATER TREATMEN

프리 필터 :
서스펜션 콜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모래 필터. 녹, 물의 불순물 및 일부 미생물
모래 필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유기물 및 산소, 악취, 살충제 및 콜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카본 필터
물의 경도를 낮추는 데 사용되는 연수기 (옵션)
보안 필터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직경 5m 이상).
RO 시스템 :
RO 막 정화 : (처음으로) 고효율 여과,
RO 막 정제 : (두 번째) 고효율 여과, (선택 사항)
자외선 효과적인 여과 박테리아. (선택 사항)
오존 발생기 고효율 여과 박테리아 (옵션).

역삼투과수장치

REVERSE OSMOSIS WATER TREATMEN

EDI (Electrode ionization)은 소금을 제거하는 초
순수를 만드는 설비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전기
삼투 기술과 이온 교환 기술을 영리하게 결합하여
산과 알칼리의 화학적 재생 없이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간단한 조작 및 우수한
환경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 의약품, 화
학 및 기타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DI (Electrode ionization) is also called continuo
us electrode ionization (CEDI), which is a kind of
equipment for production of ultrapure water throu
gh deep deionization. This technology integrates
electro- dialysis and ion exchange technologies s
ubtly to produce ultrapure water continuously wit
hout chemical acid and alkali regeneration. Bein
g advanced in technology, easy for operation an
d extremely environment-friendly, it has been inc
reasingly widely applied in such industries as ele
ctronics, medicine and chemical engineering.

수 처리

WATER TREA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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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우리가 설계하고 생산하는 역삼 투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The reverse osmosis device designed and produced by our company is featured b
y the follows











물 분배 시스템
Water distribution system



수입 부품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높은 작동 자동화 정도. ① 저압 수면 충분할 경우 자동정지 ② 고압 수면 충
분할 경우 자동정지 ③ 유압 변동 저항 보호 ④ 자동제어기를 이용한 전면
여과재의 시간별 플러싱 ⑤ IC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기에 의한 역삼투막의
자동 세정 ⑥ 수질 자동 모니터링
수질 자동 모니터링 소규모 착륙 지역, 낮은 에너지 소비, 오염이 없는 간단
한 공정, 높은 수질 및 쉬운 운영 및 유지 보수
용해된 염의 경우 97% 이상, 유기 물질의 경우 98% 이상, 콜로이드, 박테리
아 및 열원 등의 경우 98% 이상 높은 제거율
Imported accessories account for over 90%.
High operation automation degree. ① automatic stopping in case of suffici
ent water under low pressure ② automatic stopping in case of sufficient wa
ter under high pressure ③ protection of hydraulic fluctuation resistance ④ t
imed flushing of front filtering materials by automatic controller ⑤ automati
c flushing of reverse osmosis film by IC microcomputer controller ⑥ autom
atic monitoring of water quality
Small landing area, low energy consumption, free of pollution, simple proce
ss, high water quality and easy operation and maintenance
High removing rate, above 97% for dissolved salts, above 98% for organic
substances, and above 98% for colloids, bacteria and heat sources etc.

역삼투과수장치

REVERSE OSMOSIS WATER TREA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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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 시리즈

EMULSIFIER
SERIES

진공균질화유화제
VACUUMHOMOGENIZER EMULSIFIER

성능 및 특징
•

당상에서 생산하는 진공 균질화 유화제의 종류는 다양하여 균질화 시스템은 상부 균질화
와 하부 균질화로 나뉩니다. 내부 및 외부 순환은 균질하며, 교반 시스템은 단방향 및 양방
향 교반. 및 리본 교반으로 분할되고 리프팅 시스템은 단일 실린더와 이중 실린더로 나뉩
니다. 리프팅 실린더는 고객 요구에 따라 각종 고품질 제품을 주문받아 만들어 질수 있습
니다

•

삼중 믹싱은 속도 조절을 위해 수입 주파수 변환기를 채택하여 다양한 프로세스의 생산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독일 기술 균질 구조, 일본의 양 단면 기계적 밀봉 효과를 사용하여 최고 유화석 동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3500RPM, 최고 절삭 경도는 0.2-5UN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진공 제어식 소포로 재료가 무균의 요구 사항에 도달하고 특히 분말 재료의 경우 진공 흡
입에 채택됩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

메인 탱크 뚜껑에는 리프팅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청소가 편리하고 탱크 본체는 재료를
쏟아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탱크 본체는 3겹의 스테인리스강 수입 플이트로 용접되며 탱크 본체와 파이프는 광택 처
리되어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GMP 요건

•

공정 요구 사항에 따라 탱크는 재료를 가열 및 냉각 할 수 있으며 가열 방법은 주로 증기
및 전기 가열입니다.

•

전체 기계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기기를 가져오고 국제 표준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수상 용해 탱크
Water phase dissolving tank

물 주입구
WATER inlet

증기 입구
Steam inlet

필터
Filter

추가 재료의 입구
inlet of additional materials

•
•

•

•
•
•

•

The vacuum emulsifiers produced by our company include many varieties.
The homogenizing systems include upper homogenize, bottom homogeniz
e, internal and external circulating homogenize. The mixing systems includ
e single-way mixing, double-way mixing and helical ribbon mixing. The lifti
ng systems include single-cylinder lifting and double-cylinder lifting. Variou
s high quality products can be customized according to customers' require
ments.
The triple mixing adopts the imported frequency inverter for speed adjust
ment, which c an meet different technological demands
The homogenizing structure is made through German technology.The mac
hine adopts the imported double-end mechanical seal effect. The maxim
um emulsifying rotation speed can reach 3,500rpm and the highest she
aring fineness can reach 0.2-5um.
The vacuum defoaming can make the materials meet the requirement of b
eing aseptic. The vacuum material sucking is adopted, especially for the
powder materials, vacuum sucking can avoid dust.
The main boiler lid can adopt lifting system, it is easy to clean and the clea
ning effect is more obvious, the main boiler can adop t tilting discharge.
The boiler body is welded with 3 layer imported SS plate, tank body and pi
pes adopts mirror polish which meet the GMP standard.
According to process requirements, the tank body can heating and coolin
g the materials.The heating method including stream heating and electric
heating.
To ensure the stability of whole machine, the machine adopt the imp
orted electric appliances which can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필터
Filter

진공 펌프
Vacuum pump
증기 입구
Steam inlet

물 배출구
Cooling water outlet

진공유화 및 혼합탱크
Vacuum emulsifying and
blending tank

냉각수 주입구
Cooling water inlet

완제품 배출
Finished products
discharging

PERFORMANCES AND FEATURES
•

유상 용해 탱크
Oil phase dissolving tank

원료 주입구
Raw materials inlet

물탱크의
물탱크의물마루
물마루
Dissolving
Dissolvingtrough
trough
Of
Ofwater
watertank
tank

가열, 혼합 및 용해
Heating, blending and dissolving

탱크
탱크원료
원료용해
용해탱크
탱크
Raw
Rawmaterial
materialdissolving
dissolving
trough
of
oil
trough of oiltank
tank

진공 유화 조진공 유화 조
Vacuum emulsifying
tank
Vacuum
emulsifying
tank
진공 Vacuum exhausting

수유Feeding

제품 배출 펌프
Finished products
Discharging pump

가열 준비 Preheating
수유Feeding

연료
연료탱크
탱크원료
원료측정
측정
Raw
Rawmaterial
materialjuice
juice amount
amountof
ofoil
oiltank
tank
가열, 혼합 및 용해
Heating, blending and dissolving

금형 혼합 준비(혼합 속도)Pre-blending (blender speed variation
1)
진공흡입 Vacuum
drawing
입력 (온도 확인)Feeding (temperature confirmation)
진공흡입 Vacuum
drawing
혼합 속도2 Blender speed variation 2

완화
Emulsifying

혼합 속도3 Blender speed variation 3
냉각 시작Cooling starting
혼합 속도4 Blender speed variation 4
첨가제 공급Feeding of additive
혼합 속도5 Blender speed variation 5
냉각 종료(온도 확인)Cooling finishing (temperature confirmation)

냉각
Cooling

진공균질화유화제
VACUUMHOMOGENIZER EMULSIFIER

고정 Stationary
ZL 진공 유화제의 매개 변수 형태 Parameter form of ZL vacuum emulsifier
메인 탱크의 힘Power of main pot
pot 기름 탱크oil pot
메인 탱크Main
탱크Water pot
메인
통Main pot
pot 물물 통Water
사양
일련번호
사양
벽 굵기Wall scraping 균질화Homogenizing
양Volume
Serial No Specification
Specification
KW
KW
L
L
L

1
2
3
4
5
6
7
8
9
10

ZL-5
ZL-5
ZL-20
ZL-20
ZL-50
ZL-50
ZL-100
ZL-100
ZL-200
ZL-200
ZL-300
ZL-300
ZL-500
ZL-500
ZL-1000
ZL-1000
ZL-2000
ZL-2000
ZL-3000
ZL-3000

5
20
50
100
200
300
500
1000
2000
3000

16
16
40
40
80
80
160
160
250
250
400
400
800
800
1600
2400

10
10
25
25
50
50
100
100
150
150
250
250
500
500
1000
1000
1500
1500

0.37
0.37
0.75
1.5
2.2
3
5.5
7.5
11
11-15

0.75
1.5
2.2
4
5.5
5.5
7.5
11
18.5
22

물 . 오일 탱크(power x2)
Water pot and oil
pot(power x2)

가열 방식
Heating Method

KW

KW

0.18
0.18
0.75
1.5
1.5
2.2
4
5.5
5.5

진공 펌프 전력
Vacuum pump power

증기 난방 & 전기 난방
가열
Steam heating
Or electric heating

참고: 이 표의 데이터는 기술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맞춤설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Note: In case of inconformity of the data in the form due to technical improvement or customization, the real object shall
prevail.

0.4
0.4
0.75
0.75
1.5
1.5
1.5
1.5
2.2
2.2
2.2
2.2
33
44
7.5
7.5
11
11

진공균질화유화제
VACUUMHOMOGENIZER EMULSIFIER

외부 순환 균질화 External circulation homogenizing
SZL-C 진공 유화제의 파라미터 형태 Parameter form of SZL-C vacuum emulsifier
메인
메인 탱크Main
탱크Main pot
pot 물 탱크Water pot 기름
기름탱크oil
탱크oilpot
pot
일련번호
일련번호
SerialNo
No
Serial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
10

사양
사양
Specification
Specification

벽굵기Wall scraping 균질화Homogenizing

양Volume
양Volume

LLL

SZL-10C
SZL-10C
SZL-20C
SZL-20C
SZL-50C
SZL-50C
SZL-100C
SZL-100C
SZL-200C
SZL-200C
SZL-300C
SZL-300C
SZL-500C
SZL-500C
SZL-1000C
SZL-1000C
SZL-2000C
SZL-2000C
SZL-2000C
SZL-2000C

10
10
20
20
50
50
100
100
200
200
300
300
500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LLL

40
40
80
80
160
160
240
240
400
400
800
800
1600
1600
2400
2400

메인 탱크의
탱크의 힘Power
힘Power of
of main
main pot
pot
메인

LLL

55
10
10
25
25
50
50
100
100
150
150
250
250
500
500
1000
1000
1500
1500

KW

KW

0.37
0.37
0.75
1.5
2.2
3
4
7.5
11
15

2.2
2.2
4
7.5
7.5
11
11
18.5
18.5
22
30

물 . 오일 탱크(power x2)
Water pot and oil
pot(power x2)

KW

0.75
1.1
1.5
2.2
2.2
4
5.5
7.5

0.18
0.4
0.75
1.1
1.5
1.5
2.2
3
5.5
7.5

유압 리프트

덤핑 시스템

진공 펌프 전력

Snorkels

Dumping system

Vacuum pump power

KW

KW

0.75
0.75
0.75
1.5
1.5
1.5
1.5
1.5
1.5
1.5
1.5
2.2
2.2
2.2
2.2
2.2
2.2

참고: 이 표의 데이터는 기술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맞춤설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Note: In case of inconformity of the data in the form due to technical improvement or customization, the real object shall prevail.

KW

0.25
0.25
0.25
0.25
0.81
0.81
1.45
1.45
2.35
2.35
2.35
2.35
2.35
2.35
3.85
3.85
5.5
5.5
7.5
7.5

진공균질화유화제
VACUUMHOMOGENIZER EMUL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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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균질화유화제
VACUUMHOMOGENIZER EMULSIFIER

바닥 균질화 Bottom homogenize
SZL-A 진공 유화제의 파라미터 형태 Parameter form of SZL-C vacuum emulsifier
메인 탱크Main pot 물 탱크Water pot 기름 탱크oil pot

일련 번호
Serial no

사양
Specification

1
2
3
4
5
6
7
8
9
10

SZL-5A
SZL-10A
SZL-20A
SZL-50A
SZL-100A
SZL-200A
SZL-300A
SZL-500A
SZL-1000A
SZL-2000A

양Volume
L

5
10
20
50
100
200
300
500
1000
2000

메인 탱크의 힘Power of main pot
벽굵기Wall scraping 균질화Homogenizing

L

L

KW

KW

40
80
160
240
400
800
1600

5
10
25
50
100
150
250
500
1000

0.37
0.37
0.37
0.37
1.5
2.2
3
4
7.5
11

0.75
2.2
2.2
4
4
7.5
7.5
11
15
18.5

물 . 오일 탱크(power x2)
Water pot and oil
pot(power x2)

유압 리프트

덤핑 시스템

진공 펌프 전력

Snorkels

Dumping system

Vacuum pump power

KW

KW

KW

KW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25
0.25
0.25
0.81
1.45
2.35
2.35
2.35
3.85
5.5

0.75
1.1
1.5
2.2
2.2
4
5.5

0.18
0.4
0.75
1.1
1.5
1.5
2.2
3
5.5

0.75
0.75
0.75
1.5
1.5
1.5
1.5
2.2
2.2

참고: 이 표의 데이터는 기술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맞춤설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Note: In case of inconformity of the data in the form due to technical improvement or customization, the real object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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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균질화 TOP homogenize
SZL-B 진공 유화제의 파라미터 형태 Parameter form of SZL-C vacuum emulsifier
메인 탱크Main pot 물 탱크Water pot 기름 탱크oil pot

일련 번호
Serial no

1
2
3
4
5
6
7
8
9
10

사양
Specification
L

SZL-5B
SZL-5B
SZL-A
SZL-10B
SZL-10B
SZL-20B
SZL-20B
SZL-50B
SZL-50B
SZL-100B
SZL-100B
SZL-200B
SZL-200B
SZL-300B
SZL-300B
SZL-500B
SZL-500B
SZL-1000B
SZL-1000B
SZL-2000B
SZL-2000B

5
10
20
50
100
200
300
500
1000
2000

메인 탱크의 힘Power of main pot
벽굵기Wall scraping 균질화Homogenizing

양Volume

물 . 오일 탱크(power x2)
Water pot and oil
pot(power x2)

유압 리프트

덤핑 시스템

진공 펌프 전력

Snorkels

Dumping system

Vacuum pump power

KW

KW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25
0.25
0.25
0.25
0.81
1.45
2.35
2.35
2.35
3.85
5.5

L

L

KW

KW

KW

KW

40
80
160
240
400
800
1600

5
10
25
50
100
150
250
500
1000

0.37
0.37
0.37
0.75
1.5
2.2
33
44
7.5
11

0.75
2.2
2.2
2.2
2.2
2.2
44
44
7.5
7.5
11
11
18.5
18.5

0.18
0.4
0.75
7.5 0.75
1.1
1.1
1.1
1.5
1.5
1.5
2.2
1.5
2.2
2.2
2.2
2.2
3
44
5.5
5.5
5.5

0.75
0.75
0.75
1.5
1.5
1.5
1.5
2.2
2.2

참고: 이 표의 데이터는 기술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맞춤설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Note: In case of inconformity of the data in the form due to technical improvement or customization, the real object shall prevail.

진공균질화유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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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균질화유화제
VACUUMHOMOGENIZER EMULSIFIER

수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용기 설계 및 고
급 균질화, 교반 기술 진공 유화제는 부상한 공정
과 레시피에 더욱 적합합니다. 또한, 고정된 가스
제거, 밀도와 편리한 충전으로 안정적인 제품 구
조입니다.
W ith years of experience of container design,
advanced homogenize technology and mixing
technology, Vacuum emulsifying machines of
DADAMsystem are more suitable for complex
formula, which make final products stable,
shinning, complete degassing, density fixed,
convenient for filling.

진공균질화유화제
VACUUMHOMOGENIZER EMULSIFIER

전단균질화유화제
HIGHSHEARHOMOGENIZINGEMULSIFIER

고전 단 분산 유화제는 고효율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상을 다
른 연속 상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분배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
은 서로 용해될 수 없다. 재료는 고속 타이밍 로터와 고주파 기계
적 효과에 의해 생성되는 높은 접선 속도와 강한 운동 에너지에 의
해 고정자와 로터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가공됩니다. 집중적으로
전단, 원심 분리, 충격 및 파단, 액층 마모 및 난기류를 통해 용해
되지 않는 고상, 액상 및 기상의 재료는 성숙한 기술의 도움으로
즉시 정제, 분산 및 유화됩니다. 적당량의 첨가제. 왕복 순환 후 완
제품은 안정적이며 고품질입니다.
The high shear dispersing emulsifier is to distribute one or se
veral phases to another continuous phase quickly and evenly wit
h high efficiency, and generally, the phases cannot dissolve with
each other. The materials will be processed in the narrow space
between stator and rotor by high tangential speed and strong en
ergy of motion respectively produced by fast-tuming rotor and hi
gh frequency mechanical effect. By the operation of intensively s
hearing, centrifugally extruding, impacting and breaking, liquid la
yer attrition and even turbulence, the materials of solid phase, liq
uid phase and gas phase that cannot dissolve will be refined, dis
persed and emulsified instantly with the help of mature technolo
gy and right amount of additive. After reciprocating circulation, th
e finished products will be stable and have high quality.

전단균질화유화제
HIGHSHEARHOMOGENIZINGEMULSIFIER

파이프 라인 타입 고전 단 분산 유화제의 특징 :
Features of pipeline type high shear dispersing emulsifier.
1. 산업화한 온라인 연속 생산에 적합한 대형 처리 용량 2. 좁은
입자 크기 부포 및 높은 균일성 ; 3. 시간 절약, 고효율, 에
너지 절약 4. 저소음, 안정적인 작동, 5. 배치 간 품질 차이
제거 6. 균질기 흡입은 부분 원료의 일부를 로터로 직접
흡입하여 펌프에서 절단할 수 있습니다. 7. 사각지대가
없고, 재료의 100%가 분산 절단에 통과합니다. 8. 짧은
거리, 낮은 헤드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 사용하
기 쉽고 편리한 유지 보수 10. 자동 제어를 달성할 수 있
습니다.
1.Large amount of processing, suitable for
industrial continuous on-line production; 2. Size
distribution within a narrow range and high evenness; 3.
Time saving, high efficiency and energy saving; 4. Low
noise and stable operation; 5. Eliminating quality
differences among the production batches; 6. The
material sucking vent of homogenizer can directly suck
some of raw materials into the rotor and stator for
shearing and then make them flow outside the pump
body, 7. Making 100% of the materials sheared and
dispersed without dead comer, 8. Having the
transportation function of short distance and low-lift 9.
Easy in operation and convenient in maintenance; 10.
The automatic control can be realized.

치약장비
TOOTHPASTE EQUIPMENTS

TSZL 고점도 진공 치약 제조 장비, 액
체원료 저장 탱크와 프리믹스 포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분말 수송 임시
저장, 계량 분말 교반기, 완성된 고점
도 액체는 이송 펌프를 이용하여 저장
및 충진합니다. 주로 치약이나 고점도
제품에 적합합니다.
TSZL high viscosity vacuum
toothpaste making equipment could
work together with liquid raw
material storage tank and pre-mix
pot, powder air slide/TS/measuring,
powder mixing hopper, finished
paste transferring pump and
toothpaste storage tank. Mainly
used in toothpaste and other high
viscosity products production.

치약장비
TOOTHPASTE EQUIPMENTS

모델
Model
작업량(L)
Working volume(L)

진공도(Mpa)
Vacuum degree(Mpa)

호스트 총 전력(kw)
Host total power(kw)

배출방식
Out way

TSZL-10 TSZL-100 TSZL-250

15

100

-0.0973 -0.0973

3

20

TSZL-700

TSZL-1300

TSZL-2600

250

700

1300

-0.0973

-0.0973

-0.0973

-0.0973

25

40

50

70

균질화기 및

균질화기 및

균질화기 및

균질화기 및

With pump

With pump

With pump

With pump

2600

기울이기 기울이기 펌프 배출
펌프 배출
펌프 배출
펌프 배출
Tilting
Tilting homogenizing homogenizing homogenizing homogenizing

EL액체설비
EL LIQUID DETERGENT PRODUCTION LINE

액체 세척 제품 생산에 온라인 균질
화 기술을 도입했으며 최고 수준의
생산과 무균 수준에 도달하는 일련
의 매개 변수가 있으며 기존 파이프
라인 시스템에 직접 내장될 수 있다
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introduced inline homogenizing
pump in liquid products
production. W hat impressed is
its top level produce efficiency
and series of aseptic level
parameters. Also it can be
inserted in the existing pipes.

．

EL액체설비
EL LIQUID DETERGENT PRODUCTION LINE

ELK-(X)액세척기 파라미터 형태Parameter form of ELK-(X) liquid washing pot
사양
Specification

양

교반 힘

교반 회전 속도

Blend rotation
Volume Blending power
speed

균질화 힘

균질 회전 속도

Homogenizing Homogenizing
power
rotation speed

L

1
2
3
4
5
6
7

ELK-(X)-200
ELK-(X)-500
ELK-(X)-1000
ELK-(X)-1500

200
500
1000
1500

1.5
4
7.5
7.5

ELK-(X)-2000
ELK-(X)-3000

2000
3000

ELK-(X)-5000

5000

0~65
0~65
0~65
0~65

4
4
7.5
11

3000
3000
3000
3000

7.5-11
11

0~53
0~53

11
18.5

3000
3000

15

0~53

22

3000

참고: 이 표의 데이터는 기술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맞춤설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Note: In case of inconformity of the data in the form due to technical improvement or
customization, the real object shall prevail.

EL액체설비공정
EL LIQUID DETERGENT PRODUCTION LINE
ENGINEERING

竺

EL액체설비공정
EL LIQUID DETERGENT PRODUCTION LINE
ENGINEERING

비표준교반
NON-STANDARD STIRRING

SDF 시리즈 다기능 교반기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며, 기계를 광범위한
점도, 적응성, 교반 및 분산을 가지며, 미세 유화기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냉각할 수 있으며, 뚜껑 기계는 공압
식 또는 유압식으로 교반 되며 공급 및 배출이 더 편리하며 청소가 간단
합니다.
Structural features of SDF series multifunctional blender. The machine
has wide viscosity adaptability range. The blending, dispersing and
fine emulsifying are completed simultaneously. Vacuum pumping,
heating and cooling are available. The pot cover and blender adopt
pneumatic or hydraulic rising and falling, which makes the material
feeding and discharging more convenient and the cleaning more
simpler.
SDF 시리즈 다기능 혼합기의 매개변수 형식
Parameter form of SDF series multifunctional blender
모델Model(SDF)

300
300

500
500

1000
1000

1500
1500

2000
2000

부피Volume(L)

377
377

605
605

1250
1250

1725
1725

2470
2470

교반 발생기 stirring Generator(KW)

5.5
5.5

7.5
7.5

15
15

22
22

30
30

0~50
0~50

0~50
0~50

0~40
0~40

0~35
0~35

15
15

22
22

30
30

교반 속도stirring Speed(RPM)
분산기 모터 전력Disperser motor power
분산기 속도Disperser speed(RPM)
진공도Vacuum Degree
리프팅 웨이Lifting Way

0~60
0~60
11
11

0~300
0~300 0~1500
0~1500 0~1500
0~1500 0~900
0~900

6×10−2 Pa

37
37
0~900
0~900

유압 또는 공압Hydraulic or Pneumatic

참고: 데이터는 참고용이며 실제 값은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다른 상황에 따
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Remark: The data is only for reference, and the actual values shall be designed
according to technological requirements and other situations.

소형다기능에너지추출장치
MINI MULTIPLE -FUNCTIONDISTILLATION

SGF 유압식 고 전단 유화제 구조 장점 :이 기계는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
여 리프트를 사용하고 작동하기 쉽고,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 위생적
인 생산에 적합합니다.

SGF hydraulic high shear emulsifier structure advantage: this machine
use hydraulic cylinder to lift, easy to operate, frame use stainless steel,
suitable for sanitary plant

SGF 유압 상승 고전단의 파라미터 형태
Parameter form of SGF hydraulic rising high shear
모델
Model

전력(KW/HP)
power

리프트 높이(mm) 유화 헤드직경(mm)
Lift height

회전 속도(RPM)

혼합 양

Emulsifying headdiameter

Rotating speed

Mixing volume

4

1000

140

1500

200-500

SGF-7.5T

7.5

1000

150

1500

400-900

SGF-11T

11

1000

160

1500

500-1500

SGF-15T

15

1000

180

1500

800-2200

18.5

1000

200

1500

1000-2500

22

1000

240

1500

1200-3000

SGF-4T

SGF-18.5T
SGF-22T

CIP청소장비
CIP CLEANING EQUIPMENT

CXCZ 스마트 CIP 시스템

CXCZ 타입 CIP 세척 시스템

CXCZ Smart CIP system

CXCZ type CIP cleaning system

현재 CXCZ지능형 CIP 현지 세척 시스템은 위생 및 멸
균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세척률이 필요한 생물
발효 및 제약과 같은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At present, CXCZ Smart CIP system is widely used in
biological fermenting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with high requirement of clean so that it reaches
sanitary and sterilization effect.
응용 분야:현재 CXCZ지능형 CIP 현장 세척 시스템

일상 화학 산업의 특징으로, CXCJ CIP 클린 시스템

은 생물학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제약 등 세척 요

은 고효율과 아름다움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인기가

구가 높은 업종에 대해 위생 무균에 도달할 수 있는

있습니다.

효과를 가집니다.

For the features of daily chemical industry, CXCJ

According to process condition choose: Single tank

CIP clean system is popular with customers owning

type, double tanks type, separate body type. Also

to high-efficiency and beauty.

have options: smart and manual

CIP청소장비
CIP CLEANING EQUIPMENT

증기 품질의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담시스템은 산업 요구에 따라 FJS시리
즈 청정 증기 발생기를 대표하고 제조하며 산업 증기를 열원으로 사용합니다. 깨끗한 증기
를 생산하기 위해 순수한 물 (탕 이온수)＇를 가열하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정 시스템 및
장비의 증기 청정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광범위한 운용 용기, 파이프 및 기구의 소독에
널리 사용되며 기존 저온 살균보다 에너지가 효율적이며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In order to meet high requirements for steam quality, dadam system has acted
as an agent of FJS series clean steam generator according to industrial requirements and
carried out OEM of this product. It adopts industrial steam as heat source to heat purified
water (deionized water) to produce clean steam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process
systems and equipment in various industries for steam cleanliness. It is widely used for
disinfecting vessels, pipes and appliances and is more energy-efficient and environmentfriendly than traditional pasteurizers.
표준 구성 증기 발생기 크기 (mm)Standard configuration steam generator Dimensions (mm)
파이프 인터페이스 Pipe interface
모델
Model

최대 증발
Maximum evaporation

FJS0150
FJS0300
FJS0500

150KG/H
300KG/H
500KG/H

산업용 증기
Industrial steam

응축수
Condensate

깨끗한 스팀
Clean steam

DN25
DN40
DN50

DN15
DN25
DN25

DN40
DN50
DN65

깨끗한 물
Clean water

DN15
DN15
DN25

자동 하수

수동 배출

Automatic sewage Manual discharge

DN15
DN15
DN15

DN15
DN25
DN25

역류
Backflow

DN15
DN15
DN25

혼합탱크
MIXING TANK

위생 파이프 피팅 및 밸브
Sanitary pipe fittings and valves

혼합탱크
MIXING TANK

위생 파이프 피팅 및 밸브
Sanitary pipe fittings and valves

혼합탱크
MIXING TANK

본 시리즈 구성 관계는 제약 및 식품 산업의 위생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
틸(SUS304 또는 SUS 316L)로 수입되며 탱크 내부는 경 면 처리되어 있으며 모둠 인터페이스는 모서리가
둥글게 용접되어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고 세척이 편리합니다. 단열재는 폴리 핑거 전체 발포를 채택하고 사
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될 수 있으며 집게 첨부 파일 구성 요청 가능합니다. CIP 청소 포토, 무균 공기 호흡
포트, 맨홀, 온도계, 샘플링 포트, 공급 포트, 예비 포트 등을 구성합니다.

The series preparing tank is mad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pharmacy and food industries to sanitation. The materials are made
of imported high quality stainless steel (SUS304 or SUS316L). The
tank inside adopts mirror polishing. All the connectors adopt round
corner transitional welding, which are free of dead corner and are
easy to be cleaned. The heat preservation adopts PU integral
foaming. Jacket, coil tube or honeycomb type jackets are available
for selection according to customer requirements. Accessories can
be allocated according to requirements: CIP cleaning port, sterile air
breathing port, manhole, thermometer, sampling port, feed port,
spare port etc.

혼합탱크
MIXING TANK

기울일 수 있는 구형 통
Tilting ball jacketed boiler
가열 방법 : 전기 가열 또는 증기 가열
Heating methods: electric heating or steam
heating

모델
Model

양
Volume

혼합 힘
혼합 속도
난방 전력
Mixing power Mixing speed Heating power

YLP-15

15L

0.2kw

0-200rpm

2kw

YLP-50

50L

0.75kw

0-150rpm

4kw

YLP-100

100L

0.75kw

0-150rpm

6kw

YLP-150

150L

1.1kw

0-150rpm

8kw

YLP-200

200L

1.5kw

0-100rpm

10kw

병세척기시리즈
Bottle washer series

XHL-360 병 세탁기
XHL-360 Bottle washing machine

주요 기술 파라미터Main technical parameters
모델Model
생산 능력Capacity

XKD-360

3600pcs/H

3600pcs/H

병 직경Bottle diameter

20~70mm

0~180mm

병 높이Bottle height

40~160mm

8~75mm

병 내경Bottle inside diameter
세척 압력Washing pressure
세척 소비Washing consumption
세척 전압Washing voltage

10~50mm
0.2Mpa
2T/H
AC220V단상, 50/60Hz

AC220V단상, 50Hz

총 전력Total power

2.0Kw

0.75Kw

공기 공급Air supply

건조, 6~8kg/㎠

건조, 6~8kg/㎠

공기 소비량Air consumption

XKD-360 공기 병 청소 기계
XKD-360 Air bottle cleaning machine

XHL-360

기계 무게Machine weight
사양Specification

≥0.3㎤/min
360Kg
2700*700*1450mm

30Kg
650*400*1050mm

건조기시리즈
DRYER SERIES

장비 특성
본 시리즈 제품은 모두 자동 온도 제어 시스템과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갖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것의 작동 원리는 열 교환 공기를 통해 공기를
가열하고 축류 팬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재료의
수분 함량을 줄이고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
니다 .
EQUIPMENT CHARACTERISTICS
The series of products completely adopt axial flow f
an, equip with automatic constant temperature con
trol system, also computer control system for opti
on. The working principle is to take advantage of s
team or electric heat source, and heating the air b
y heat exchanger, adopt the axial flow fan as the p
ower and finally reduce the moisture of the product
s to realize drying pur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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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충진생산라인
AUTOMATIC FILLING PRODUCTION LINE

엄격한 작업장 관리와 5S의 지정한 규격을 실
행하고 다양한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생
산은 기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고급
생산 장비, 엄격한 품질 관리, 정밀한 생산 검
사 과정은 각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보장합니
다.
The strict workshop site management, 5S
location management and various
operation rules for safe production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our enterprise. W e are
continuously intensifying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core
technology, pursuing prominence and
keeping improving, ensuring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every single product by
advanced production equipment, strict
quality control and precise production
and inspection procedures.

＿

자동충진생산라인
AUTOMATIC FILLING PRODUCTION LINE

자동충진생산라인
AUTOMATIC FILLING PRODUCTION LINE

기업에서는 각 제품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하
고 검사자는 각 부품의 구성 요소를 최첨단 테스트
정비 및 엄격한 과학력 관리로 검사하며 각 완제품에
대해 고객께서 신중하게 선택되도록 합니다.
Company carries out strict inspection of every
product. The inspectors concentrate on every part
and with the most advanced inspection equipment
and strict scientific management, every piece of
finished product is capable of standing up under
customers' careful selection.

자동충진생산라인
AUTOMATIC FILLING PRODUCTION LINE

화장품 회사의 전반적인 자동화 및 정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화장품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제품 품질
을 보장하고, 환경과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관
리 및 감독을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To improve cosmetic industry automated control le
vel of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keep pa
ce with the cosmetic automation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o be world class level, be unique in con
notation and ability. To provide one stop automatio
n and information solutions to cosmetic industry. To
help cosmetic industry companies create value, im
prove production efficiency, save energy, guarante
e the product quality, protect environment and hum
an safety, and improve management and supervisi
ng ability.

자동충진생산라인
AUTOMATIC FILLING PRODUCTION LINE

DADAM

DADAM

DADAM

자동충진생산라인
AUTOMATIC FILLING PRODUCTION LINE

자동충진생산라인
AUTOMATIC FILLING PRODUCTION LINE

충전기계
FILLING MACHINE

본
며
한
서

기계는 수입 부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수평 설계를 가지고 있으
피스톤과 실린더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수
품질의 수입부품과 우수한 기계 설계로 국내 유사한 모델 중에
최고의 위치를 보장합니다.

This new horizontal machine design and imported mechanical
member, the piston and cylinder made of stainless steel and
Teflon. High quality imported components and excellent
mechanical design to ensure its leading position in the
domestic similar models.
GGA01 시리얼의 기술 파라미터Tech Parameters of GGA01 Serials
모델
Model

충전 범위
Filing range

충전 속도
Filing speed

GGQA01-075WAW

5~75ml

0~40pcs

건조 처리후, 6~8/ ㎠

30L/min

GGQA01-015WAW

15~150ml

0~40pcs

건조 처리후, 6~8/ ㎠

30L/min

GGQA01-030WAW

30~300ml

0~30pcs

건조 처리후, 6~8/ ㎠

35L/min

0~25pcs

건조 처리후, 6~8/㎠

30L/min

GGQA01-100WAW 100~1000ml

충전 기압
Filing pressure

가스 소비량
Air consumption

참고 :이 시리즈는 전기, 전체 공압 제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충전 정확도는 1 % 이내입니다.
Note: This series without electricity, Pneumatic control, Filing Precision: ±1%

충전기계
FILLING MACHINE

GGQA 공압 충전기(시리즈): 주로 점성 액체 및 페이스트 충전용입니다. 본 기
계는 파이프를 흡입하여 공급하여 액체 공급 파이프는 공기를 배출할 수 있습
니다. 호퍼를 교체하고 페이스트를 채울 수 있습니다. 충전 원리는 압축기를 기
원을 통한 동력으로 매번 충전 할 때마다 미동 스위치를 촉진하면 충전을 완성
할 수 있습니다. 충전 용량과 충전 속도는 패널 노브에서 설정됩니다.
GGQA pneumatic filling machine (series): mainly for v iscous liquid and
paste filling, the machine with self-priming feed suction pipe, the inlet
pipe can discharge air, as long as the replacement hopper, the machine
can fill paste. The filling principle is derived by the compressor air, and
the filling can be completed by simply touching the micro switch at each
filling. Filling capacity and filling speed can be adjusted on the panel
knob.
GGOA01 시리얼의 기술 파라미터Tech Parameters of GGOA01 Serials

건조 처리후,6~8kg/㎠
건조 처리후,6~8kg/㎠
건조 처리후,6~8kg/㎠
건조 처리후,6~8kg/㎠
참고 :이 시리즈는 전기, 전체 공압 제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충전 정확도는 1 % 이내입니다.
Note: This series without electricity, Pneumatic control, Filing Precision: ±1%

1. 세계 유명 브랜드 인버터 속도 조절기를 채용하고, 또한 수입
고정밀 다중 루프 전위차계 및 잠금 다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량조절은 음의 편차가 0.5% 미만이고 양의 편차가 1.5% 미만
입니다. 2. 일본 원장 수입 전자기 기어는 스테인리스 (316) 이
고 펌프의 품질이 보장되며 사용 기간도 길어집니다.
1.It adopts world famous brand frequency conversion speed
adjustor and is equipped with imported high precision multiloop potentiometer and lockable dial so that the flow
adjustment is stable and accurate with the negative
deviation of error less than 0.5% and the positive deviation
of error less than 1.5%; 2. Original magnetic gear stainless
steel (316) pump imported from Japan is provided with
reliable quality and long service life.
GSCA 시리얼의 기술 파라미터Tech Parameters of GSCA Serials
항목
항목
ltem
ltem
설정전압 Rated voltage
최대 전력 Max power
오차 Error
최대류량/싱글 펌프Max flux/pump

GSCA01-000WA

GSCA02-000WA

AC200V/50Hz

AC200V/50Hz

150W

150W

±0.5~1%

±0.5~1%

30ml/s & 50ml/s

30ml/s & 50ml/s

충전기계
FILLING MACHINE

플라스틱 튜브, 합성 튜브, 알루미늄 튜브
Appliance plastic tubes, composite tubes, aluminum tubes .
전자동 파이프 공급, 벤치마킹, 카스 충전, 충전, 밀봉, 펀칭 및 완제품 추출 과정 조종 부분은 외부이며 위치
는 디지털로 표시되며 조정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중 사양 및 다양한 생산에 적합) 기계, 조명, 전기 및 가
스의 통합 제어, 튜브 없음, 튜브 위치 정확하지 않음, 파이프 공급 부족, 공기압 부족 자동 디스플레이 (알
람): 보호 도어를 열 때 자동 종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utting the tubes in the right position, filling the inert gas(optional), filling, sealing and labeling is fullautomatically. Control button is in extraposition, make it easy and precise to adjust (applicable to the
production of different sizes and different types). Machine, photo-electronics and Air pressure is
integrated controlled. The filling would stop when without tubes. It will warm while the tubes are not in
the right position and the working air pressure is low. The machine would stop once the protection
door is opened.

주요 기술 파라미터 Main technical parameters
모델Model: AUE-400L AUE-400F

충전 경도Filling precision:≤1%

파이프 직경Tube diameter: ø13-ø60mm

생산 능력Capacity: 3600 tube/h Aiuminum tube 2400/h plastic tube

파이프 길이Tube height: 50-250mm

공기 압축 Air pressure: 0.55-0.65mpa

충전 용량Filing volume: 5-400ml/tube

모터 전력Motor power: 2kw(380V/220V 50Hz)

가열 밀봉 면력Heating power: 3kw

외형 사이즈Size: 2620mm×1236mm×1980mm

자동충전기계
FULLY AUTOMATIC FACIAL MASK FILLING MACHINE

이 장비는 저점도 수성 제품에 적합하며
다양한 유형의 용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
다. 화학 및 제약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
며 캠핑 기계 및 라벨링 기계와 세트로
생산설비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우수
한 품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해 독일 지멘스 PLC 및 사람기계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였습니다. 충
전량 조절은 터치스크린에서 목표. 충전
량만 변경하시면 되므로 편리하고 정확
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광 계수,
PLC 컨트롤, 병이 인식이 안 될 시 충전
이 되지 않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This machine is suitable to fill
liquid product with low viscosity
and different types of bottles. It
is widely used in daily chemicals,
pharmacy industrials. It could
connect with capping machine
and labeling machine to
complete flow production line. It
uses Gemany SIEMENS PLC,
user interface to ensure
outstanding quality and durable
stable performance. W hen adj ust
filling volume, customer only
need to change value on the
touch screen. It is convenient
and precise. Photoelectric
counting, PLC control, no bottle
no filling.

주요 기술 파라미터 Main technical parameters
모델
Model

충전 정밀도

충전 속도

기압

전원

전력

Filling volume Filling precision

충전량

Filling speed

Air pressure

Power source

power

사용병 높이

GGQA04/80-030VA

15~300ml

±1g

0-60/80pcs/min 건조 처리후,6~8kg/㎠ AC220V단상, 50/60HZ

24~80mm, 폭≤120mm

50~260mm

GGQA04/80-100VA

15~1000ml

±1g

0-60/80pcs/min 건조 처리후,6~8kg/㎠ AC220V단상, 50/60HZ 5.5/8.5kw 24~80mm, 폭≤120mm

50~260mm

100~2500ml

±1g

GGQA04-250VA

0-/24pcs/min

건조 처리후,6~8kg/㎠ AC220V단상, 50/60HZ

4/5.5kw

사용병 입구 직경

Suitable bottle shape diameter Suitable bottle shape height

5.5kw

60~140mm, 폭≤200mm

100~300mm

자동충전기계
FULLY AUTOMATIC FACIAL MASK FILLING MACHINE

GGQA 자동 충전 기는 Panasonic 서보 모터를 사용하는 소형 자동 충전 기입니
다. 독점적으로 고품질 충전 정밀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용량은 최소 30-70
병 / 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킨, 로션, 샴푸, 바디 로션, 액체 세제 및 기타 액
체 제품을 채우는 것이 적합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제품과 비교할 때
이 기계는 최고의 효율성과 전제 조건을 보여줍니다. 작동이 훨씬 쉽고 적용 범위
가 넓습니다. 제품의 전환과 위생 수준이 뛰어납니다.
GGQA Automatic filling machine is a small type automatic filling machine
which use Panasonic servo motor. It could ensure exclusively high quality
filling precision. Capacity could reach 30-70 bottles/min. It is suitable to fill
cream, lotion, shampoo, body lotion, liquid detergent and other liquid
products. Compare with similar products on the market, this machine shows
best efficiency and precioon. Its operation is much easier and wider range
of application. It has great flexibility on products switch and higher level of
sanitary.

주요 기술 파라미터 Main technical parameters
모델
Model

충전 정밀도

충전 속도

기압

전원

Filling volume Filling precision

충전량

Filling speed

Air pressure

Power source

전력
power

사용병 입구 직경

사용병 높이

Suitable bottle shape diameter Suitable bottle shape height

GGQA02-030QA

15~300ml

±1g

24-60pcs/min 건조 처리후,6~8kg/㎠ AC220V단상, 50/60Hz

1.5kw

40~100mm

30~300mm
50~260mm

GGQA02-100QA

15~1000ml

±1g

24-60pcs/min 건조 처리후,6~8kg/㎠ AC220V단상, 50/60Hz

2.0kw

40~100mm

50~260mm
30~300mm

GGQA02-250QA

100~2500ml

±1g

16-40pcs/min 건조 처리후,6~8kg/㎠ AC220V단상, 50/60Hz

2.0kw

40~100mm

30~300mm

자동충전기계
FULLY AUTOMATIC FACIAL MASK FILLING MACHINE

자동충전기계
FULLY AUTOMATIC FACIAL MASK FILLING MACHINE

전력

LP 병 나열기
LP Bottle Unscramble

FX-1 캡핑기
FX-1 capping
machine

GX-6 캡핑기
GX-6 capping
machine

SQK-24Oh 공급기
SQK-24Oh Feeding
machine

자동충전기계
FULLY AUTOMATIC FACIAL MASK FILLING MACHINE

단일 헤드 충전기, 체적 충전기로도 알려진 이 제품은
화장품 산업의 크림 제품을 위한 이상적인 충전 장비
입니다. 이 기계는 참신한 구조를 채택하고 조작하기
쉬우며 다양한 제품 사양 및 빠른 충전 속도 고효율,
광범위한 충전용량 (15-250ml) 편린 한 세척 (이동식
용기), 컨베이어 벨트 제거가 반자동 충전 기계로 사
용될 수도 있습니다.

The single-head automatic filling machine, also called
volume filling machine, is an ideal filling machine for
cream products in the cosmetic industry. Adopting a novel
structure, the machine has such features as easy
operation, convenient switching between different
varieties and specifications, high filing speed and high
efficiency, wide adjustable range of filling volume (15250ml), and convenient washing. (The material tank can
be removed.) The machine can serve as a semiautomatic filling machine if the conveyor belt is removed.

15~300ml
용량 Capacity

±1g
사용 전압 Working voltage
1.5kw
건조 처리후, 6~8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Uses & Functions:

사용 및 기능 :

This machine is suitable for single automatic packaging of
various carton boxes products in drug, health product,
food, cosmetics, stationery and audio & video products
such as the packaging of single box and bundled box of
drug, pocker, VCD, DVD, CD boxes, tape, cigarette,
napkin paper, chewing gum, eraser etc. Functional
features: this machine is controlled by PLC interface,
which is drived by cylinder, and the film falling system is
controlled by servo motor. The dimension of film could be
adjusted freely. It has the features of stable and reliable
operation, firm sealing. The tear tape has the U-type easy
tear gap. The machine is made up of imported alloy and
closed protection shell. The appearance is very beautiful
and attractive, and it is very easy to be operated

이 기계는 의약품, 건강 보조제품, 화장품, 문구, 오디
오 제품 등의 산업에서 단일 상자의 자동 포장 또는
다양한 항목 모음에 널리 사용됩니다. 박스형 의약품,
포커, 포장 담배, 박스형 VCD, 테이프 및 기타 단일
품목 또는 공동 품목의 포장과 같은 대형 품목입니다.
본 기계는 PLC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어되며 그 동작
은 실린더에 의해 구동되고, 서보 모터는 필름을 낮추
고, 필름의 크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
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작동 특성을 가지며 밀봉은 단단
하고 평평합니다. 아름다운 외관과 안전하고 편리한
작동으로 수입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닫힌 플렉시
유리 보호 커버로 구성합니다.

PF-680 조정 가능한 입체 포장기 (위조 방지 필름 포함)
PF-680 Type Adjustable Cellophane three-dimensional shape Overwrapping Machine (With Tear Tape)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15~30박스(분.중)/min

기계 사이즈Specifications of package

(L)100-400mm (W)45-240mm (H)20-115mm

설비 사이즈 Specifications of the machine

(L)2180× (W)1000 × (H)1500mm

컨베이어 사이즈 Specifications of conveyor

(L)1600× (W)270 × (H)770mm

주요 가스 공급의 작동 압력 Main air route working pressure

0.6-0.7mpa

기계 증량 Weight(about)

800kg

총 전력 Total power

4.5kw

전압 Voltage

3 ×380V+N+PE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Functional Features:

제품 특징 :

This machine is suitable for overwrapping different
specification of carton, box with cellophane or BOPP film,
which is designed innovatively on the basis of introducing
and absorbing the congeneric products advanced technology
at home and abroad. The main body of the machine is
mechanical united structure. It introduces stepless frequency
speed controller, automatic control and electrical accessory
equipment. On the combination of machine, electricity and
pneumatic parts , it has the features of stable and reliable
operation, firm sealing, smooth surface and beautiful
appearance. It can do packing automatically, heat sealing,
counting, and automatically sticking tear tape to single or
multiple cases. The machine has stepless packing speed
adjustment, no film feeding protection component if caselack, and color bars calibration feature etc.(according to
customer's requirements).We only need to change few parts
to pack variety of specification of products.

이 기계는 단단한 종이 포장 상자 및 다양한 사양의
포장 제품을 위해 셀로판 또는 BOPP 코팅된 3차원
포장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국내외 유사 제품의 고
급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체로 기계적인 연동을 취하고 무단 변속 주파수 속
도 및 자동제어 전자 기기의 보조 기기, 기계, 전기,
가스 등의 보조 기기를 채택하고 안정적이며 견고한
밀봉, 팽팽하고 아름다운 외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품을 자동으로 포장하고, 가열 밀봉, 수량 체크,
위조 방지 케이블을 자동으로 쉽게 붙여넣습니다.
필름이 없는 박스, 색상 코팅 (고객이 요구 사항에
따름) 및 기타 기능, 수량이 적은 부품을 변경하거나
사양이 다른 박스 품목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t

PF-650 조정 가능한 투명 입체 포장기 (위조방지 필름)
PF-650 Type Adjustable Cellophane three-dimensional shape Overwrapping Machine (With Tear Tape)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70팩/분.중 less than 70 cases/min

포장 사이즈 Specifications of package

(L)70-220mm (W)30-140mm (H)12-70mm

기계 사이즈 Specifications of the machine

(L)2180 (W)840 (H)1560mm

주요 가스 공급의 작동 압력 Main air route working pressure

0.4-0.5Mpa

기계 증량 Weight(about)

1200kg

총 전력 Total power

4.1kw

전압 Voltage

3N AC 380V 50HV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Functional Features:

제품 특징 :

This machine is designed with much elaboration on the
base of absorbing the outstanding features of overseas
facilities. Using imported digital display frequency
transformer and electronic components, it has the
features of stable and reliable operation, firm sealing,
even surface and beautiful appearance. It can do
automatically packaging, heat sealing, counting, and
automatically sticking tear tape to single or multiple cases
(such as the inside packaging of playing cards).The
machine has stepless packaging speed adjusting, no film
feeding protect if case-lack, and color bars calibr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rment of the customer)features
Only need to change few parts to package variety of
specifications of products.

본 기계는 해외 장비를 기초로 하여 정성껏 설계하였
습니다. 수입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버터 및 전기 부품
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작동, 견고한 밀봉, 팽팽하
고 아름다운 외관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동 포장,
가열 밀봉, 기술 및 위조 방지 품목을 자동으로 붙여
넣을 수 있으며 줄을 당겨 소량의 유선형을 바꾸고 사
양이 다른 박스형 품목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PF-280 조절 가능한 투명 입체 포장기 (위조방지 필름)
PF-280 Type Adjustable Cellophane three-dimensional shape Overwrapping Machine(With Tear Tape)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30-100박스/(분.중)min

포장 사이즈Specifications of package

(L)40-160mm (W)20-100mm (H)10-45mm

기계 사이즈 Specifications of the machine

(L)2000× (W)790 × (H)1550mm

컨베이어 사이즈 Specifications of conveyor

(L)1020× (W)550 × (H)900mm

기계 증량 Weight(about)

930kg

총 전력 Total power

4.5kw

전압 Voltage

220V/380V(50HZ)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Product Features:

제품 특징 :

The machine is elaborately designed and modified by
absorbing the foreign advanced equipment, the automatic
feeding, film-cutting, box-pushing, film fold-up on both sizes
and heat-seal of products could be wrapped with a good
appearance. This machine has the features of high
performance and neat & perfection seal up, therefore the
products packed through such machine has the function of
anti-damp and anti-dust. W ith compact structure, simple
operation and convenient maintenance changing a few
components to conduct the package of different sizes of
products. Such as medicine, cosmetics, health products,
foods and so on

본 기계는 해외 장비를 기초로 하여 신중하게 변형
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자동으로 필름을 공급하고,
필름을 운반하고, 푸시 박스 접힌 열 밀봉을 양면에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밀봉
이 단단하고 팽팽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포장을
적용한 제품은 위조 방지, 방습 및 방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구조가 작고 조작이 간단하
고 유지 보수가 편리하며 소량의 필름을 교체하여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건강제품, 및 비디오의 소량포장에 적합합
니다.

PF-580 반자동 투명 입체 포장기
PF-580 Type Semi-automatic three-dimensional shape Overwrapping Machine
보통형
기계 외형 사이즈 specifications of machine(mm) (L)1720× (W)660× (H)1070

특대형
(L)2100× (W)800 × (H)1070

포장 사이즈 packaging dimension(mm)

(L)40-300× (W)20-200 × (H)20-80

(L)50-350× (W)30-270 × (H)20-100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6-25박스/(분.중)min

6-25박스/(분.중)min

가스 소비량 air consumption

18-35L/ Min

18-35L/ Min

총 전력 total power

3kw

4.1kw

전압 Voltage

220V/50Hz

220V/50Hz

기계 증량weight(about)

150kg

200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Feature.

제품 특징:

The machine absorbs the Italy technology and designed
on the base of packing material .it is full automatic . it
adopts advanced PLC and servo motor control. The
machine is the best substitute of bundled boxes for small
box with the combination of mechanism. Electricity and
pneumatics. it can also pack large size single boxes .
which could do packing separately for different sizes of
box .and compose for complete automatic production line
by connecting with cartooning machine .box encasing
machine. The main components are constituted of
machine frame. Mechanical transmission system, electric
control system , pneumatic system , box overlapping,
accurate film feeding, film folding, wrapping and heatsealing etc, the wrapping style could be flow packing or
vertical packing according to customer is requirements , it
could make sure the packing appearance is nice, smooth,
damp-proof, fake-proof and dismantle easily

PF-350T 투명입체 포장기는 이탈리아 기술의 도입을
바탕으로 국내 포장재의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자동 포장기이며 고급
PLC 및 서보 모터 제어 기술을 채택하고 BOPP 및
PVC 필름을 사용하며 단일 상자 또는 여러 개의 작은
포장 재료 상자, 필름, 성형, 밀봉 및 단일 또는 중간
팩은 자동으로 운송합니다.

PF-350T투명 필름 입체 포장기
PF-350T ype Adjustable High Speed Cellophane Wrapping Machine
포장 사이즈 Packaging dimension(mm)

(70-350)*(50-200)*(25-120)mm

기계 외형 사이즈specifications of machine(mm)

1800mm*800mm*1500mm

포장 속도packaging speed

(20~40)박스(분.중)/min

포장 소재packaging materials

BOPP PVC

가스 소비량 air consumption

(20-50) L/min

종합 소음 Low inter grated noise

2.25kg

총 전력 total power

≤65db(A)

기계 증량weight(about)

800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Applications

제품 특징 :

Apply Range: Used to detect the weight of product whether
match with the target weight, meanwhile auto-selecting
device picks out the unqualified products.

1. 사용범위: 단일 제품의 무게가 설정된 목표와 일
치하는지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며 청결 장치는 표준
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자동으로 거부합니다. 고
속 및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 세계의 첨단 디지털 계
량 장치를 채택하였습니다.

Apply advanced digital signal processing weighing modules,
high-speed and stable weighing.
Special frame structure enables keeping accuracy.5.7 ' '
touch screen, 2 kinds of languages for option, easily operate.
Powerful calculation function, can record every checking
data.
Apply removed conveyor belt ,easy to maintenance.
1OOgroups of product datas can be stored in the pre-set
mode.

2. 특허 맡은 계량 프레임 구조: 역동적인 작업, 안정
적인 LED 터치스크린 운영체제, 중국어 및 영어 인
터페이스, 배우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3. 강력한 데이터 통계 기능: 유지 보수를 위해 탈착
식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교대 조의 검사 및 데이터
를 기록합니다.

PF-AC 표준 중량 선별기
PF-AC Model Check Weighed(Touch Screen )
규격
중량 범위
중량 경도 범위
이송 무게 속도
최소 규모
계량 벨트 크기
선택적 거부 장치
조작 인터페이스
전원 규격
포장 사이즈(mm)
포장 중량
방수 등급

PF-AC-7a
20-900g
1-3kg
±0.5-1.5g
±1-3g
40-60 bags/min
30-50
0.1g
1g
길이: 500mm × 폭: 330mm
길이: 500mm × 폭: 330mm
스윙 방식
5.7 스크린 회면
220V 50/60 HZ
(L)1050× (W)681× (H)1260
300kg
방수 기능 없음

PF-AC-7b
20-900g
±0.5-1g
40-80 bags/min
0.1g
길이: 450mm × 폭: 220mm
퍼터식
5.7 스크린 회면
220V 50/60 HZ
(L)1050× (W)681× (H)1260
300kg
방수 기능 없음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Main function features:

제품 특징 :

This machine is specially used for cartoning
pharmaceutical bottles such as:ointment,Aluminum bottle
and plastic bottle. The machine could fold the leaflet.
Open the carton and form ointment bottles automatically.
These actions could be finished by synchronization. The
machine also could make the code printing on the cartons.
The machine is controlled by PLC
with Speed frequency transformer. Machine interface and
touch screen operation system, it will show the cartoning
speed and cartons counting. The machine is versatile for
cartoning many carton sizes within the permitted range by
adjusting and without changing parts. The machine is also
equipped with automatic detecting system, it could reject
the inferior carton and stop machine by positioning. The
touch screen will show the problem and solution of
elimination

이 장비는 연고 병 (알루미늄 병 및 플라스틱병)의 자
동 포장에 주로 사용됩니다. 기계는 자동으로 설명서
의 접힘을 완료하고 상자는 연고 병의 자동 포장을 형
성하기 위해 자동으로 열리고, 세 개는 동시에 작동
기능을 완료하고, 상자 끝에 배치 번호를 자동으로 인
쇄할 수 있습니다. PLC 자동제어, 기계 및 인터페이
스 운영 체제 자동 디스플레이, 포장속도 및 개수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지정된 범위 내에서 부품을 교
체하지 않고도 다중 크기 포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에는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적
격 제품에 대한 위치 결정 종료 및 자동 거부 기능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오류 표시 및 제거
방법이 있습니다.

PF-100 자동 박스 포장기 (연고 타입)
PF-100 Automatic Cartoning Machine
기계 외형 사이즈 Specifications of the machine

(L)1300mm (W)1200mm (H)1550mm

포장 사이즈Specifications of package

(L) 60-120mm× (W)28-80mm× (H)28-55mm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40-100박스(분.중)/min

가스 소비량 air consumption

5-8 L/Min

총 전력 Total power

1.5kw

전압 Voltage

220V/380V/50HZ

기계 증량 Weight(about)

950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Product Features:

제품 특징 :

This machine is continuous motion standing cartoning
machine. It is high technology integrative product , which
can fully meet requirement of GMP. PF-100 is composed of
products conveying belt , box feeding and releasing system,
encoder system and box packing machine. Max speed is up
to 100 boxes per minute. According to different production
equipment, we designed feeding system combined with this
machine, which contributes to high efficiency and
economical management for our clients. The main advantage
is easy and convenient for specification interchange, so it
will be more suitable for variable specification

이 기계는 연속 운행하는 자동 포장 기계입니다. 메
카트로닉스 첨단 제품이며 GMP 요구 사항을 완전
히 준수하여 이 기계는 제품 컨베이어 벨트 제품흡
입 및 방출 메커니즘, 자동 취급, 매뉴얼 메커니즘,
자동 코팅 메커니즘 및 포장 기계로 구성되며 최대
작동 속도는 100상자에 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다양
한 제품의 생산 장비에 따라 기계의 연결된 공급 장
치를 설계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관리 주요 특징: 사양을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으
며 특히 다양한 사양이 많은 제품에 적합합니다.

PF-100자동 박스 포장기 (연고 타입)
PF-100Type Automatic Cartoning Machine
일반형

특별 제작 형

기계 외형 사이즈 specifications of machine(mm) (L)1300× (W)1200× (H)1500

(L)1400× (W)1300× (H)1550

포장 사이즈 packaging dimension(mm)

(L)40-120× (W)30-80 × (H)14-50

(L)49-180× (W)30-120 × (H)14-70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40-100박스/(분.중)min

40-100박스/(분.중)min

가스 소비량 air consumption

5-8L/ Min

5-8L/ Min

총 전력 total power

1.5kw

1.5kw

전압 Voltage

220V/380V/50Hz

220V/380V/50Hz

기계 증량weight(about)

950kg

950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Main function features:

제품 특성:

Product Features:

이 기계는 지속해서 작동하는 선사롱 포장 기계입니
다. GMP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메카트로닉스
와 통합된 첨단 제품입니다. 포장기 최대 100박스/분
의 작동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은 다양한 제품
의 생산 설비에 따라 포장 기계에 연결된 급지 장치를
설계하여 사용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쉽게
합니다. 주요 특징: 사양을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
으며 특히 다양한 사양이 많은 제품에 적합합니다

This machine is continuous motion standing cartoning
machine. It is high technology integrative product , which
can fully meet requirement of GMP. PF-100 is composed
of products conveying belt , box feeding and releasing
system, encoder system and box packing machine. Max
speed is up to 100 boxes per minute. According to
different production equipment, we designed feeding
system combined with this machine, which contributes to
high efficiency and economical management for our
clients. The main advantage is easy and convenient for
specification interchange, so it will be more suitable for
variable specification

PF-100 자동 박스 포장기 ( 병 타입 )
PF-100 Type Adjustable Cellophane 3D Overwrapping Machine(With Tear Tape)
기계 외형 사이즈 Specifications of the machine

(L)1300mm (W)1200mm (H)1500mm

포장 사이즈Specifications of package

(L) 49-100mm× (W)30-80mm× (H)28-55mm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40-100박스(분.중)/min

가스 소비량 air consumption

5-8 L/Min

총 전력 Total power

1.5kw

전압 Voltage

220V/380V/50HZ

기계 증량 Weight(about)

950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Main Performance Features:

제품 특성 :

1. Applicable to label whole curved surfaces or half curved
surfaces on rotundities from medicine, food, agrochemical
and other industry 2. Using well-known motor drive which
ensures a stable and reliable label-feeding speed 3.
Advanced touch human-computer interface which is easy
and intuitionistic to operate and has complete functions
including abundant online help 4. Automatic sensor detection
functions including cancelling labeling without objects there
and stopping running or raising an alarm without labels to
use to avoid omitting or wasting labels 5Rotary rolling
depression body adopting elastic sponge-covered belt
makes the labels more smooth, firm and with no wrinkles
which enhances the packaging quality great 6. Simple and
compact machine construction makes it easy to operate and
maintain 7. You can also link the back part with assembly
line or receiving platform which is convenient for collecting,
tidying and packaging the finished products;

1. 제약, 식품, 일 일 화학 및 기타 산업에서 원형 물체
의 반원형 및 원형 라벨링에 적합합니다. 2. 유명한 브
랜드 모터를 사용하여 속도는 안정적이며 사용하기 편
리합니다. 3. 고급스럽고 친숙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간단하고 직관적인 작동, 다양한 온라인 도움말
과 기능이 있습니다. 4.자동 광선, 감지, 라벨 없음, 라
벨 누락, 자동 종료 또는 경보 스티커 및 폐기물 누락을
방지하는 자동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5. 코든 벨트가
달린 회전식 롤링 병 본체의 라벨은 더욱 평평하고 견
고합니다. 포장의 품질은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기계
입니다. 6. 기계는 간단하고 컴팩트한 구조로 작동 및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7. 후면 부분은 조립 라인에
연결되거나 완제품의 수집, 분류 및 포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전 테이블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PF-2510 둥근 병 라벨 부착기
PF-2510 Round Bottle Labeling Machine
규격/기술 파라메터
라벨링 속도

Model / technical parameters
Labeling speed (pcs/min)

PF-2510
40-150개/분 재료 및 라벨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벨링 경도
라벨 크기

Labeling accuracy (mm
Label Size (mm)

± 1.0mm (소재 라벨 크기 제외)
(L)20-280mm (H)30-144mm

Material size (mm)
크기
가능한 라벨 롤 내경 Roll inside (mm)
가능한 라벨 롤 외경 Roll outer side dimeter (mm)
사이즈
Machine size (mm)
Power supply
사용 전력
재료
적용
적용
기계

ø20- ø 100mm (H) 40-200mm
ø76mm
최대(Max) ø 350mm
(L) 2000* (W)850* (H)1350(mm)
AC220V 50Hz/60Hz 1500W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Main Performance Features:

제품 특성 :

1.Applicable to diagonal-sealing labeling and widely used in
automatic sealing labeling in fields of medicine, daily use
chemical and food, etc 2.Advanced touch human-computer
interface which is easy and intuitionist,c to operate and has
complete functions including abundant on line help 3.Simple
and compact machine construction that is easy to operate
and maintain, 4. Using well-known motor drive that ensures
a stable and reliable labelfeeding speed; 5. Fast to adjust
and locate without changing accessories to meet the
demands of any shapes of materials with the use of a
universal correction mechanism; (Note: used for four sealing
labeling types, such as upper surface sealing labeling, lower
surface sealing labeling, and two types of diagonalsealing
labeling) 6. Special elastic pressure equipment ensures
packing boxes stable to promote labeling accuracy
especially for little and light ones; 7. Automatic photoelectric
detection functions, such as cancelling labeling without
objects there, stopping running or raising an alarm without
labels to use to avoid omitting or wasting labels;

1. 제약, 일 일 화학 물질, 식품 및 기타 산업의 자동 밀
봉 및 라벨링에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크기의 포장 상
자의 대각선 밀봉 및 라벨링에 적합합니다. 2. 고급스
러운 인터페이스 시스템, 간단하고 직관적인 작동 및
기능 풍부한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갖춘 완벽한 기계입
니다. 3.이 기계를 조작이 쉽고 유지하기 쉬우며 간단
하고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유명한 브
랜드의 모터를 사용하여 구동되며 라벨 공급 속도가 안
정적입니다. 5. 범용 보정 메니커즘, 모든 직경의 재료
를 위한 액세서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조
정 포지셔닝 참고: 4가지 유형의 밀봉 및 라벨링을 완
료할 수 있습니다. (예: 상명 밀봉 및 라벨링, 하부 표면
밀봉 및 라벨링, 그 가지의 대각선 밀봉 및 라벨링) 5.
특수 프레스 장치는 라벨링 중에 박스 본체를 안정적으
로 유지하여 라벨링 정확도를 크게 향상 시킵니다. 특
히 가볍고 작은 박스에 적합합니다. 6. 자동 관전 감지,
라벨 없음, 라벨 누락, 라벨 파손 시 작동 정지 또는 라
벨 및 폐기물 누락을 방지하는 자동 경보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PF-4510 코너 실링 자동 라벨기
PF-4510 Diagonal Sealing Labeling Machine
Model / technical parameters
규격/기술 파라메터
Labeling speed (pcs/min)
라벨링 속도
Labeling accuracy (mm)
라벨링 경도
Labeling size (mm)
라벨 사이즈
Material size (mm)
재료 크기
적용 가능한 라벨 롤 내경 Roll inside (mm)
적용 가능한 라벨 롤 외경 Roll outer side dimeter (mm)
Machine size (mm)
기계 사이즈
사용 전력
Power supply
작동공기 압력
Work pressure

PF-4510
40-120개/분 재료 및 라벨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mm (소재 라벨 크기 제외)
(L)10-100mm (H)10-84 mm
(L)40-200 (W)60-180 (H)20-200 mm
φ76mm
최대(Max) φ 350mm
(L) 1800* (W)850* (H)1600 (mm)
AC220V 50Hz/60Hz 1900W
0.4-0.6 Mpa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Main Performance Features·

제품 특성:

1.Applicable to paste adhesive sticker on the upper-planes
of the products which are from food, daily use chemical,
medicine, stationery, and other dustiness 2.W ide application
range that it could be used to paste adhesive sticker on the
planes of objects with a width of 30mm - 200mm or label
them, as well as those which have uneven surfaces with the
label-pressing mechanism being changed 3.Strong and
durable with the use of three-lever adjustment mechanism
which makes full use of the stability of the triangle; Easy and
time saving to replace different objects 4.Intelligent control
and automatic photoelectric tracking with functions of
cancelling labeling work without objects there, auto
correction without labels to use and automatic check for
labels to avoid omitting or wasting labels

1. 식품, 일일 화학, 제약, 문구 및 기타 산업에서 다양
한 제품의 상부 평면 라벨링에 적용 가능합니다. 2. 적
용 범위는 30mm~200mm의 제품 폭으로 제품의 라벨
링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라벨링 메커니즘의 교체는 고
르지 않은 표면의 라벨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삼각형의 안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체 기계에 다른 제품 간의 변환이 간단하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4. 지능형 제어, 자동 광전 추적,
라벨링 없음 라벨링 누락, 라벨이 파손되었을 때 자동
정지 또는 라벨 낭비 방지를 위한 자동 경보 감지 기능
이 있습니다.

PF-PM-100 상 평면 자동 라벨기
PF-PM-100 plane labeling machine
규격/기술 파라메터
라벨링 속도

Model / technical parameters
Labeling speed (pcs/min)

PF-PM-100
40-120개/분 재료 및 라벨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벨링 경도
라벨 크기

Labeling accuracy (mm)

± 1.0mm (소재 라벨 크기 제외)

Labeling size (mm)
Material size (mm)
크기
가능한 라벨 롤 내경 Roll inside (mm)
가능한 라벨 롤 외경 Roll outer side dimeter (mm)
사이즈
Machine size (mm)
사용 전력
Power supply
재료
적용
적용
기계

(L) 20-300mm (H) 20-144mm
(L) 20-300 (W) 20-200 (H) 15-220 (mm)
ø76mm
최대(Max) ø 350mm
(L) 2000*(W) 550* (H) 1800(mm)
AC220V 50Hz/60Hz 3000W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Summary.

제품 특성:

Double-flank labeling machine consists of conveying
mechanism, bottle-distributing mechanism, correction
mechanism, pressure mechanism, label-feeding mechanism,
label-pressing mechanism and electric system. The complete
machine is made of 304 stainless steel and aluminium alloy
and the electric system of world-known brands ensure the
last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machine. It is applicable
to lable double-flank of round, square or flat bottles of the
same kind used to package medicine, food, daily use
chemical and other light industrial products. One machine
with several usage can be used solely or to connect one
assembly line

양면 라벨링 장치는 이송 병분지, 보정, 프레싱, 라벨
전송, 관리 및 전기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 기계는
304 스테인리스 스틸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
으며 전기 시스템은 기계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성
을 보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의약품, 식품,
일일 화학 및 기타 경공업 분야의 원형, 사각형 및 평평
한 부품에 적합합니다. 병 및 기타 유사한 제품에는 양
면 라벨이 붙어 있으며 한 대의 기계를 여러 용도로 사
용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PF-3520양면 라벨링 기계
PF-3520 double side labeling machine
규격/기술 파라메터
라벨링 속도

Model / technical parameters
Labeling speed (pcs/min)

라벨링 경도
라벨 크기

Labeling accuracy (mm)

Labeling size (mm)
Material size (mm)
크기
가능한 라벨 롤 내경 Roll inside (mm)
가능한 라벨 롤 외경 Roll outer side dimeter (mm)
사이즈
Machine size (mm)
사용 전력
Power supply
재료
적용
적용
기계

PF-3520
40-200 개/분 재료 및 라벨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mm (소재 라벨 크기 제외)
(L) 20-300mm (H) 10-184mm
(L) 40-200 (W) 40-180 (H) 40-350 (mm)
ø76mm
최대(Max) ø 350mm
(L) 3000* (W) 1700* (H) 1500(mm)
AC220V 50Hz/60Hz 3000W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Features
1.Operate independently or as part of your existing
production line 2. Feeding material with selective double
material tables can save material-replacing time and ensure
fluent production. 3. Adjustable high-speed electric eye
locates labels precisely 4. Labels can be guided and
trasported stably and diferrent products can be replaced
quickly with the double-locating central guiding column
5. Synchronous bottle-separating mechanism ensures that
the transportation of bottles is stable 6. Exclusive adjustable
blade plate cuts labels more smoothly, reducing flaws
vastly.and also blades can be replaced more easily 7.
Conveyer belt, bottle-separating screw and bottle-holding
mechanism can be adjusted synchronously to ensure bottle
covering is stable and fast 8. Advanced operation system
matched with touch screen with assistant buttons is more
humanized 9. High-level electrical configuration makes the
cooperation of material feeding and cutting flawless and
label feeding smooth and soft 10. Adopting internationally
known electrical brands, high stability ,s trustworthy. Labels
that will be shrinked can be located in advance, adopting 11.
imported blower gun from Switzerland to preheat and shrink
them.

PF-250슬리브 라벨링 기계
PF-250 Shrinking Labeller

제품 특성:

1. 생산 라인에 완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
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2. 이 기계는 재료 교환 시
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이중 트
레이 공급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3. 재료 이송 고속
센서 및 정확한 라벨 잠금장치 4. 더블 표지셔닝 타입
센서 가이드 컬럼, 안정적인 라벨 가이드, 신속하게 다
른 제품의 교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5. 동시 병 분리
기 디자인 설계, 병 운반 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6. 독
립적으로 커터 조정이 가능하고 컷팅 마크가 더 매끄럽
고 결함을 크게 줄이며 블레이드를 쉽게 교체할 수 있
습니다. 7. 컨베이어 벨트, 병 분배 스크류 및 병 동기
화는 안정적이고 고속 슬리브 라벨링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 가능합니다. 8. 고급 제어 시스템, 보조 버튼이 있
는 터치스크린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9. 높은 표
준 전기 구성, 급지 커터는 이음새가 없으며 라벨 공급
을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10 국제 유명전기 브랜드를
채택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11. 스위스
수입 에어건을 사용하여 예열 및 수축, 라벨을 미리 수
축합니다.

모델 Model
기계 외형 사이즈 Machine body size

PF-250
(L)1090mm* (W)860mm* (H)1900mm

기계 증량 Machine material & Weight

스테인레스 스틸 본체 또는 페인트 본체, 600KGS(약)

전원 Power supply
총전력 Machine material output power
생산 속도 Production speed
병 직경 범위 Bottle diameter range
커터 사용 범위 Usable range of cutterheads
라벨 길이 범위 Label length
라벨 재질 Label texture
라벨 두께 Label thickness
종이 튜브 내경 Paper tube inner diameter
수축 오븐 Shrinking oven

AC 3-PHASE 220V/380V
2.5KW
Max 15000BPH
ø20mm-ø130mm
ø20mm-ø50mm. ø50mm-ø95mm ø95-ø 130mm
25mm-300mm
PVC/PP/PET/OPS/PLA
0.03mm-0.13mm
5"-10"자유롭게 설정
전기 수축로 와 증기 수축로 중 선택 가능합니다.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Equipment Function:

제품 특징:

This machine is applied to packing and sealing such foods
as jelly, juice, yoghurt, ice cream, salad, condiments, drink
or chocolate and so on

이 기계는 푸딩, 주스, 요거트, 아이스크림, 양념, 음료
수, 초콜릿 등 기타 식품을 충전 실링이 가능합니다.
장비 특징 :

Equipment Features:
This machine works automatically to complete the
procedures like cupfeeding-holding-packing-sealing
deviation correcting(photoelectric tracking and picture
correcting)-cutting-scrap film recycling-releasing, Thanks to
its latest design for the structure, all its transmission parts
and electric parts are mounted on its top, it promises you
easy operation, stable performance, accurate measuring and
convenient maintenance. Most of all, its pneumatic parts of
electric system are all world-renowned brand products
introduced from Japan and German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a date printer machine can be installed

컵-프레싱-충전-실링-정류 (광전 추적, 패턴 보정)- 절
단-폐기물 필름 회수 및 컵 제거는 완전히 자동입니다.
장비의 새로운 디자인, 변속기 부품 및 전기 구성요소
는 장비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쉬운 작동, 안정적
인 성능, 정확한 가스양, 간단한 유지 보수, 전기 부분
의 기동 부품을 일본, 독일 및 기타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사용자 요구에 따
라 코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GFJ-4、10、12자동 충진 실링기
GFJ-4, 10, 12 Automatic Filling & Sealing Machine
모델
Model

외형 사이즈
dimensions(mm)

생산 능력
Productive ability

GFJ-12형
Model GFJ-12

3400×750×1800

11520-13000 cups 컵/시간
hour

GFJ-10형
Model GFJ-10

3600×750×1800

9600-11000 cups
hour

컵/시간

GFJ-4형
Model GFJ-4

3400×750×1800

3840-4200 cups
hour

컵/시간

전원
Power supply

3×380V/50Hz

중량 (약)
Weight(about)

전력
Power

충전용량
Loading volume

800kg

3.5kg

10-25 ml

850kg

3kg

10-50 ml

800kg

3kg

10-300 ml

포장기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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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더블 인버터 제어, 포장지 길이 절단 측정 빈 실행, 실행을 한 단계씩 조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시간과 필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인터페이스, 편리하고 빠른 매개 변수 조정 3. 오류 자체
진단 기능, 오류 표시를 지웁니다. 4. 고감도 광전 아이 컬러 마크 추적, 디지털 입력 밀봉 및 절
단 위치, 밀봉 및 절단 위치가 더욱 정확합니다. 5. 독립적인 PID 온도제어, 다양한 포장 재료에
더 적합합니다. 6. 지정된 위치 정지 기능, 커트 부분에 붙지 않으며 필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7. 간단한 전송 시스템 보다 안정적인 작업 및 편리한 유지보수 8. 모든 제어 기능을 소프트웨
어 이해 실현되며 기능 조정 및 기술 업그레이드에 편리함을 보장합니다. 적용 범위: 타올, 종
이 타올, 국수, 소시지, 오징어, 스트립 및 느슨한 포장 아이스 캔디, 쿠키
사용 범위:
타올, 휴지, 소면, 소시지, 오징어, 솜사탕, 과자, 긴 팩, 벌크 제품 포장
옵션 장치: 부호 기계, 직선형 중간 실링 휠, 엔드 실링 기계, 대형 터치스크린
PF-260 회전식 포장기
PF-260 Rotary Flow Packing Machine
PF-260D

PF-260S

PF-260X포장종이아래로통과방식

필름 폭 Film width
Max. 250mm
PF-260 로터리 플로우 포장기
포장지 길이 Bag length
65~190mm/120-280mm
PF-260 Rotary Flow Packing Machine
포장지 너비Bag width
30-110mm

Max. 250mm

Max. 180mm

Max.250mm

90-220mm

45-90mm

65-190mm & 120-280mm

30-110mm

30-80mm

30~110mm

제품 높이 Product height

Max. 40mm

Max.55mm

Max. 35mm

Max.40mm

롤 필름 직경 Film roll diameter

Max. 320mm

Max. 320mm

Max. 320mm

Max.320mm

포장 속도 packaging speed 40-230포/분

40-230 포/분

60-330 포/분

40-230포/분

전원 규격 Power

220V,50/60Hz, 2.4KVA

220V,50/60Hz, 2.4KVA

220V, 50/60Hz, 2.4KVA

220V, 50/60Hz, 2.4KVA

기계 사이즈 machine size

(L)3770×(W)670×(H)1450

(L)3770x (W)670x (H)1450

(L)3770x (W)670x (H)1450 (L)3920x (W)670x (H) 1320

기계 중량 Machine weight

800kg

800kg

800kg

참고 notes

충진 기능 설치 가능

충진 기능 설치 가능

충진 기능 설치 가능

모델 Model

PF-260B

800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종합 국외 각종의 박스 밀봉기의 특성을 기반으로 최신 자동 접힘 및 밀폐 박스 밀봉기가 개
발되었으며, 광범위한 응용 분야, 사용하는 면적이 작으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무인 포장 생산
라인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카론의 앞면 덮개, 측면 덮개 및 뒷면 덮개는 자동으로 빠르게
접힙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외관 가진 제품, 섬유, 식품, 의약품, 화학 및 기타 산업에서 널
리 사용됩니다.

PF-FX-01 자동 박스 실링기
기계 모델

FX-01

전원 / 전원

220V/380V 50/60HZ 0.6KW

사용 박스

(L)200-600 (W)150-500 (H)150-500mm

박스 포장 속도

15-20박스/분,초

테이블 너비

48mm/60mm/72mm

가스 소비량

6-7kg

기계 사이즈

1770x 850x1520mm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이 기계는 카톤실링 및 포장에 적합하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유량 기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가전제품, 섬유, 의약품, 화학 및 기타 산업에 널리 사용되며 박스 실링기는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카톤을 실링 하며 경제적이고 빠르며 조정이 용이합니다. 한 번에 상하 실링 작업
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인쇄 장치는 제품 모양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PF-FX-6050 반자동 박스 포장기
기계 모델

FX-6050

전원 / 전원

220V 50/60HZ O 1 BKW

사용 박스

(L) 150- 최대 x (H) 180-500mm x (H) 110-600mm

박스 포장 속도

10-20 박스/분,초

테이블 너비

48mm/60mm/72mm

기게 무게

145kg

기계 사이즈

1020x850x1450mm(전후 롤러 미포함)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자동박스 풀기, 성형, 박스 하단을 접혀주고 테이프를 하단에 붙입니다. 쌓인 박스가 자동으
로 열이고 하단 부분이 특정 절차에 따라 접히고 테이프로 밀봉되어 전용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이송되는 장비입니다.

PF-FX-01 자동 박스 개봉기
기계 모델

KX-01

전원 / 전원

220V/380V 50/60HZ 300W

사용 박스

(L)200-450 (W)150-400 (H)100-350mm

박스 포장 속도

8-12 박스/분,초

테이블 너비

48/60mm

가스 소비량

6-7kg

기계 사이즈

(L)2000x (W)1900x (H)1450mm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전면 박스 실링의 중앙에서 카톤을 위아래로 밀봉한 후 90º도 코너 머신으로 들어가 푸시 박스
를 통해 코너에너지 박스 실러로 밀어 넣습니다. 광전도는 기기가 카톤 사양에 따라 기기의 너
비와 높이를 자동으로 조정함을 감지합니다. 간단하고 편리하며 빠른 기계를 수동으로 조정하
고 자동으로 카톤의 상단 및 하단 모서리를 동시에 밀봉하여 부드럽게 처리하고 빠르고 안정적
으로 만듭니다. 기계는 PLC 제어 간단한 작동 편리한 유지 보수 및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채택
합니다.

PF-JB-01자동 코너 엣지 박스 실링 기계
기계 모델

JB-01

전원 / 전원

220V/380V 50/60HZ 1 KW

사용 박스

(L)300-600 (W)250-500 (H)250-450mm

박스 포장 속도

6-10 박스/분,초

테이블 높이

600mm

가스 소비량

6kg

기계 사이즈

2100x1200x1580mm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이 기계는 바람을 운반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 히터와 고출력 모터를 채택하여 스스로 가열
속도를 빠르게 하고 풍량은 크고 온도는 균일합니다.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운반속도와 온도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스킷, 인쇄, 제약 및 바닥재 세라믹 및 기타 산업의 대량수
축 포장에 적합합니다. 전체 작업 세트는 실린더에 의해 자동으로 완료되어 작업 강도를 크게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실링 나이프의 자동 보호는 패키지의 잘못된 절단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수동 및 자동 포장 중에 선택하십시오. 완제품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출력되며 이송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된 컨베이어 벨트는 마모에 강
하고 강도가 높습니다. 대만 CKC 시간 제어가 정확합니다. 슬라이딩 필름 홀 터는 다양한 필름
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수동 로커를 사용하면 컨베이어의 높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열풍 순환설계를 갖춘 수축 호는 소량이지만 고 효율적입니다. 사고 방지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접착 열 보상 장치가 있습니다.
PF공압식L 형 밀봉, 절단 및 수축 포장기
기계 모델
전원 / 전원

PF-5545TB+PF4525
220V/380V 50/60HZ 12KW

최대포장 사이즈
최대포장 밀봉구 사이즈
작업 효율

500x400x250mm
550x450mm
7-15포/분

가스 소비량
기계 사이즈/중량

6kg
3200x100x1600mm 280kg

포장기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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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커터는 접착 방지 및 고온 내성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밀봉 후 터지지 않으며
녹아내리는 변화도 없습니다. 수입 감지 관전 수평 및 수직 감지 그룹을 갖추고 있어 작은 포장
을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공급 전기 센서와 테이머 의 조합을 통해 길이를 자동으로 조
정 할 수 있고 감응 모터를 설치하여 자동 폐기물 수거 장치도 장착되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기본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 온도조절기 내장 PID 기능을 사용하며 밀봉 나이프 온도는 매우
민감하고 정확하며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여 제품의 부정확한 온도 손상에 대해 걱정할 필
요가 없습니다. 실링 커터는 자체적으로 보호 기능이 있어 패키지의 잘못된 절단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계 세트는 생산 라인의 무인 작동에 실제로 연결됩니다.

PF 자동L형 밀봉, 절단 및 수축 기계
기계 모델

PF5545TBA+PF4525

전원 / 전력

380V 50/60HZ 11 KW

최대포장 사이즈

550x450x120mm

포장 속도

15-25 박스/분,초

가스 소비량

6kg

기계 사이즈/중량

3000x800x1500mm 500 kg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자동 캔 실링기의 특징:
다양한 캔, 알루미늄 합금 캔, 종이 캔 및 기타 둥근 캔의 밀봉에 적합하며 조작이 간단하고 배
우기가 쉬우며, 음료, 제약 및 기타 산업에 이상적인 장비입니다. 캔 뚜껑 공동제어 장치; 캔 본
체가 들어가면 캔 뚜껑을 적절히 할장되고 캔이 없으며 뚜껑이 없고 뚜껑이 닫히지 않습니다.
조각 패널 설계가 합리적이고 간단합니다. PLC 마이크로 컴퓨터 제어 및 터치스크린; 생산 능
력이 높고 높은 수준의 자동화, 생산 라인 통조림 장비로 적합합니다. 실링의 높은 중도, 우수한
내마모성 및 녹슬지 않은 와인당 스틸로 만들어졌으며 실링 성능이 뛰어나 실제 요구에 따라 생
산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인작동, 완전자동 하부 커버 및 실링 실링 공정 중 캔의 비 회
전 설계, 제품 및 캔 본체의 더 나은 보호, 높은 가공 적확도 및 유사한 국내 제품보다 우수한 실
링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PF-50 자동 캔 실링기
모델

PF-50

충진 속도

30-55조각/분 (재료 크기 관련 )

충전 높이

50-200MM, 높이2로 제한 (조정가능 )

캔 실링 수량

1캔

병 직경

35-100MM ( 구경 1 한정 )

전압

220V/380V 55Hz

기계 사이즈

(L)3000 * (W)900 * (H)1800mm

전력

2200W

포장기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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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자동 포장기는 PP 벨트를 포장재로 사용하여 주로 산업, 우편, 철도, 은행업, 식품, 의약품,
서적 및 출판 산업에서 판자, 나무 사장, 종이봉투, 및 원단 포장에 사용됩니다. 포장 테이를 삽
입한 후 자동으로 폴리 테이프, 접착 절단, 테이핑 등의 포장 과정을 자동으로 완료하여 전원
을 켠 후 10 이내에 포장이 가능하며 PP 테이프의 다양한 규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5초 동
안 작업한 후에는 자동으로 멈추고 스트래핑 테이프가 정확하고 단단히 부착됩니다.

PF-DF-01 반자동 테핑기
모델

DB-01

DB-02

전원/전압

110V/220V 50/60HZ 0.5KW

110V/220V 50/60HZ 0.5KW

묶는 힘

5-60Kgs

5-60Kgs

묶는 속도

2.2sec/Strap

2.2sec/Strap

PP벨트 너비

6-15mm

6-15mm

기계 중량

100Kg

80 Kg

기계 사이즈

895x565x730mm

1490x 565x450mm

포장기시리즈
packing machine series

최신 연구 개발한 전기회로 시스템은 기계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무인
포장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버튼으로 전체 포장 공정을 제어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1~5세트의 설정 할 수 있으며 속도는 2.2초/ 국제적으로 유명
한 브랜드의 전기 부품이 선택되고 전체기기의 품질이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울일
수 있는 탁상형 디자인, 손쉬운 유지 보수 및 수리 포장 위치; 전기 센서 위치는 필요에 따라 조
정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컨베이어와 함께 사용하여 자동화 및 무인 포장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PF-DF-01 자동 무인화 테핑기
기계 모델
모델
전원 / 전압

DB-102A
220V/380V
50/60HZ
380V 50/60HZ
1.2KW12KW

최대포장 사이즈
묶는 속도
PP벨트 너비

(W)100-800x (H)30-570mm
550x450mm
2.2sec/Strap
9-14mm

기계 중량
기계 사이즈

240kg
1580x650x1420mm

컨베이어벨트시리즈
CONVEYOR BELT SERIES

테이블은 전체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강도가 좋습니다. 청소하기 편리하여
수입 주파수변환 속도 조절은 소음을
줄이고 벨트를 보다 부드럽게 작동시
키며 감속기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The table has good forming strength
with one-time integral folding and
pressing. It is clean without dead
corner. The imported frequency
conversion speed adjustment
reduces the noise, makes the belt
move more stably and prolong the
service life of speed reducer.

작동 플랫폼 폭(mm) ×2
Width of operation
platform×2

유형
Type

벨트 폭(mm)
Belt width

라이너 속도(m/min)
Liner speed

높이(mm)
Height

SDA l

200
200

200

4~20

700~750

SDA ll

250
250

250

4~20

700~750

SDA lll

300
300

300

4~20

700~750

컨베이어벨트시리즈
CONVEYOR BELT SERIES

롤러 컨베이어
Roller conveyor

체인 컨베이어
Chain conveyor

그립형 컨베이어
Gripping-type conveyor

향수시리즈
PERFUME SERIES

향수시리즈
PERFUME SERIES

당사는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냉동 후 화장품, 향수
등의 액체를 정화하고 여과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화장
품 공장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필터링하는 데 이상적인 장치입
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 304-2B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 한 공압
다이어프램은 정압 여과를 수행하기 위해 압력 소스로 채택됩
니다. 연결 파이프는 위생적인 연마 파이프이며 편리한 조립,
분해 및 청소와 함께 빠른 설치 유형 연결 형태를 완전히 채택
합니다. 폴리 프로필렌 미 공성 여과 필름을 갖추고 있어 화장
품 산업, 과학 연구 부서, 병원과 실험실 등에서 소량의 액체
정화, 박테리아 제거 및 여과 또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세 화학 분석에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On the basis of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from
abroad by our company, the product is specially used for
clarification and filtration of liquids such as cosmetics,
perfume, etc. after freezing. It is an ideal device for
filtering cosmetics and perfume in cosmetics factory. The
product is made of high quality 304-2B stainless steel or
316L stainless steel. The pneumatic diaphragm imported
from USA is adopted for pressure source to carry out
positive pressure filtration. The connecting pipes are
sanitary polishing pipes, which completely adopt rapid
installation type connection form, with convenient
assembly, disassembly and cleaning. Equipped with
polypropylene microporous filtration film, it can be widely
used in cosmetics industry, scientific research department,
hospital and laboratory etc. for clarification, bacteria
removal and filtration of small amount of liquid, or micro
chemical analysis, which is convenient and reliable

스테인레스 스틸 절연 냉동 탱크 및 티타늄 코일

스테인레스 스틸 이동식 지지대

Stainless steel insulation freezing tank and titanium coil
Ultra-low temperature refrigeration unit (imported) Anticorrosive
pneumatic diaphragm pump (imported)
PE microporous filtering film
Stainless steel moveable support
Sealed electronic control system and sanitary valve

밀폐형 전자 제어 시스템 및 위생 밸브

.

초저온 냉동 장치 (수입) 방식 공압 다이어프램 펌프 (수입)
PE 미세 다공성 여과 필름

향수의 일반적인 기술 흐름도General technological flow chart of perfume
여과 순환 밸브
Circulating valve After filtration 여과수 배출 밸브
Water discharge valve
After filtration
출구 밸브
완성
Water discharge
Finished
valve
1급 필터
2급 필터
Primary filtrationSecondary filtration
냉각수 밸브
냉각 보온 저장 탱크
Cold water unit
공압 다이어프램 펌프
Cooling and heat
Pneumatic Diaphragm pump
preservation storage tank
액체 흡입구 밸브
Liquid incoming valve
기술 매개 변수 Technology parameter
모델
냉동
냉동
냉동

Model
힘 Freezing power
용량 Freezing capacity
전력 Freezing precision

XWL-100
3P
100 L
0.2~0.1um

XWL-200
4P
200 L
0.2~0.1um

XWL-300
4-6P
300 L
0.2~0.1um

XWL-500
6-10P
500 L
0.2~0.1um

XWL-1000
10-15P
1000 L
0.2~0.1um

향수시리즈
PERFUME SERIES

•
•
•
•
•
•
•
•
•
•
•

스테인레스 스틸 단열 냉동 탱크 및 티타늄 코일
초저온 냉동 장치 (수입)
부식 공압 다이어프램 펌프(수입)
PE 미세 다공성 여과 필름
스테인레스 스틸 이동식 지지대
밀폐형 전자 제어 시스템 및 위생 밸브
Stainless steel insulation freezing tank and titanium coil
Ultra-low temperature refrigeration unit (imported)
Anticorrosive pneumatic diaphragm pump (imported)
PE microporous filtering film
Stainless steel moveable support
Sealed electronic control system and sanitary valve

기술 파라미터 Technology parameters
모델 Model
냉동 력Freezing power
냉동 용량 Freezing capacity
냉동 정밀도 Freezing precision

XWL-100

XWL-200

XWL-300

XWL-500

XWL-1000
10-15P

3P

4P

4-6P

6-10P

100L

200L

300L

500L

0.2-0.1um

0.2-0.1um

0.2-0.1um

0.2-0.1um

1000L
0.2-0.1um

향수시리즈
PERFUME SERIES

향수시리즈
PERFUME SERIES

공기압 마개 회수기
Pneumatic bottle cap closing machine

수동 병 마개 닫는 회수기
Manual bottle cap closing machine

향수 충진기
Perfume filling machine

미세 당공성 막 단순 필터
Microporous film cartridge type filter

향수시리즈
PERFUME SERIES

최고의 품질을 최저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뜻을 받들어!
생산량 증가 고정비 절감!
산업현장의 초석이 된다!

㈜다담시스템

TEL: 032-229-7925
FAX:032329-7925
www.dadamsyste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