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 Oven(St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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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ROCESSING MACHINES

연속식 스티머(LINEAR TYPE STEAMER)

MODEL : HLS-600
용도 : 만두, 직화 햄 등의 육 가공 제품을 증자 하기 위한 설비.
(성형 또는 스터핑 에 의한 컬러링 콘베어 를 통과 후 제품표면에 착색 안정을 위한 연속 식
스티머 이다.)
Purpose: Equipment to increase dumplings, direct fire ham, and other meat processing
goods
(Continuous steamer for color stabilization on product surface after passing through
coloring conveyer with formation or stuffing)

DIMENSION
MODEL

NET

L

STEAM

ELEC.

HLS-600

600

6-12M

65A

필요에 따라 장착(Installed according to needs)

개 폐 시 안전한 유압 유니트
Safe oil pressure unit during
opening/closing
커버 업 다운장치
Cover –up down equipment

최적의 열효율을 위한
WATER SEAL
Water seal for optimum
heat efficiency

INNOBIZ & ISO 9001 CERTIFICATED FIRM

덕트 낙하 물 방지 유니트
Duct fall water
prevention unit

FOOD PROCESSING MACHINES
연속식 수퍼 오븐(CONTINUOUS SUPER OVEN)
MODEL : HSO-600
용도 : 직화 햄 가공 및 기타 육 가공 의 대표적인 열처리 장비 이다.
제품의 중심온도를 최하 75℃ 이상 상승 시킬 수 있으며 온도편차가 적어 제품이 고열로
인하여 형태가 변하는 현상이 적다.
수퍼 스팀 UNIT 에서 공급되는 고열의 스팀은 혹 발생될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요소
까지 분해시키며 통과제품이 건조 열에 의한 쿠킹이 아니므로 탄력 있는 제품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Purpose: Typical heat processing equipment for direct fire ham processing and other meat
processing.
Product core temperature can be increased to lowest 75’C and up and its small
temperature deviation lessens change of product shape due to high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steam supplied from super steam unit disintegrates chemical
elements harmful to human bodies that may occur, maintaining elastic product
status since the passing product is not cooked with dry heat

완벽한 COVER OPEN으로 CIP용이

SUPER STEAM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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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ROCESSING MACHINES

1. 직화 열 을사용 시
제품의표면 먼저 가열
되어 타르발생.
(네트에 오염 발생원인)

2. 수퍼 스팀방식은
고온의 습기를 품고 있어
내부와 같이 가열되므로
타르 발생 억제함.)

Steam 50A 3Kg

Exit temp. 300℃

1. Direct fire use heats up the product surface first, creating tar (Creates causes of pollution on net)
2. Super steam method involves high temperature moisture, heating like the interior and thus prevents
tar generation
고열발생히터 (1-Unit)
High temperature generating heater

8Kw *5=40Kw*2SET

34,400Kcal

DIMENSION
MODEL

NET

L

H

LINE SPEED

통과시간

HLS-400

400

12~14M

2530

Max. 3M/MIN

1.5~3.5Min

HLS-600

600

12~14M

2530

Max. 3M/MIN

1.5-3.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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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이 필요한 고객에게 언제나 개방되어있는
R&D 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