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적의 순간 전압강하 보상장치

혼합 공정 –
혼합비율 변
화, 품질불
량발생

압출기 – 가공중인 재료
경화, 세척 및 재 가동 위
한 가동중단 장기화

베이킹 오븐 – 균질 불량, 
세척 및 재 가동 위한 가
동중단 장기화

조미 텀블러 – 완제
품 균일도 불량, 경
화로 인한 가동 중
단, 스프레이 응고

오늘날의 식품, 음료 제조업은 좋은 맛을 위한 솜씨도 중요하지만

생산성과 수익의 극대화라는 과학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무균 포장 공정은 지난 50년이래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혁신 성과

중의 하나로 손 꼽을 정도로 중요한 핵심공정이며 따라서 매우 복

잡한 자동화 공정과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

륭한 시스템도 안정된 전원이 공급 되어야만 신뢰성 있는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순간전압강하가 발생하여 사출기, 스프레

이어, 건조기, 이송기, 진공 포장기 등의 기계에 가동중단이 발생

하거나 기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단 한번, 200msec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순간 전압강하로 인하여 가공중이던 원료의

손실은 물론이고 최장 10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되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계 유수의 수많은 식,음료 회사에 제

품과 솔루션을 공급한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이 불안정한 전

원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귀사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

는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식 음료의 종류에는 각 종 씨리얼, 크래커, 푸딩, 제과, 주
스, 신선식품이나, 사료 등으로 다음과 같은 것 들입니다.

디스크TM  적용 – 식품과 음료 산업

모든 디스크TM제품은 써지나 과도전압보호를 위한 TVSS가 표준

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크TM제품은 C-UL과 CE를만족 합

니다. TVSS 최대 허용전압이나 인증 등, 자세한 사항은 공장이나

해당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품의 사양은 성능개선을 위

하여 임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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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류

식품 압출라인에 있어서 순간정전이나 전압 강하가 발생하면 그

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품 품질의 저하 시키거나, 세척 및 정상

생산량과 품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생산성이 하

락하고 따라서 기업의 수익이 감소 합니다.
각 공정이나 기기 별로 문제의 유형과 손실의 과소를 아래에 보입

니다.

- 씨리얼
- 크래커
- 애완동물 사료
- 스낵류

제과류
- 스낵류
- 빵
- 비스켓
- 크래커

음료
- 맥주
- 주스류
- 기타 드링크

식품류
- 푸딩
- 유아식
- 인스턴트 식품

신선식품(Dairy)
- 요구르트
- 우유
- 치즈
- 버터
- 아이스크림
- 디저트 류
- 냉동식품

공정기기 문제발생 재료손실 가동중단 손실비용

Mixer 품질불량 낮음 1-2 시간 높음

Extruder 기계청소를 위
한 가동 중단

중간 8-10 시간 높음

Baking Oven 균일도 및 품질
불량

높음 2-4 시간 높음

Seasoning
Tumbler

균일도 및 품질
불량

높음 1-4 시간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