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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 991-4 

TEL.  : 02.2695.6915 

Email: ydtech@ydents.com



스파이럴 프리저  

벨트 프리저 BELT FREEZER

카톤박스 프리저 

세계 최고 위생 수준의 Unifreezing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유니프리징은 전통있는 세계적 엔지니어링, 제조 

업체입니다. 혁신적이고 노련한 기술로 20년 넘
도록 제조해온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SPIRAL FREEZER&COOLER

CARTONBOX FREEZER

*  Unifreezing만의 최단 엔지니어링 

 

*  품질을 보장하는 디자인 

 

*  네덜란드에서 독자적 생산 

 

*  최고 수준의 위생

터널 프리저 (IQF)  

TUNNEL FLOW FREEZER (IQF)




•  높은 효율

•  2벨트 시스템

•  24시간 넘는 해동이 필요

   치 않음

임핀지먼트 프리저  

IMPINGEMENT FREEZER

스파이럴 냉동과 냉장 시스템은 장기 생산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사이즈와 생산량에 따라 주문대로 맞추어 생산될 수 있
습니다.





미디엄 사이즈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모듈식 설치는 어떤 제품 생산 라인에도 잘 맞아 최고 품질을 제공 합니다.


옵션으로, 특수 위생 벨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냉각 시스템 (NH3 암모니아/프레온)으로 가능합니다.

실온 쿨러
AMBIENT SPIRAL COOLER
다음 공정까지 제품을 낮은 온도로 유지해줍니다.


고객의 제품과 생산라인에 따라 맞춤 제작 합니다.

박스 프리저는 자동 연속식 공정에 사용 됩니다.


가금류나 생선류, 육류, 빵 등과 같이 모든 종류의 제품에 

적합합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


•  2000kg/h 부터 6000kg/h의 생산량 범위

•  주문 제작 디자인

•  다양한 배치가 가능함 

벨트 프리저는 벨트와 직접 닿는 제품의 하단 외부층만 냉동 시킵니다.


벨트 프리저는 독립형 유닛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완전히 자동화된 공정 라인에 통
합된 부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전체 외함은 안과 밖이 완전히 용접되어 있습니다. 


또, 이 유니프리징의 직분사 프리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생 기준을 충족 시키도
록 엔지니어링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


•  버거나 생선 필렛과 같이 납작하고 얇은 제품을 완전히 냉동 시킴

•  글레이징 공정을 마친 해물 제품을 재냉동 할때 적합

•  표준 사이즈나 비정형 사이즈의 육류를 모두 크러스트 프리징 가능

주문 제작되는 터널 프리저는 최상의 품질과 위생 기준을 준수합니다.





•  작은 규격

•  이동식 포장

•  완벽한 스테인리스 스틸

•  견고한 에너지 절약형 외함





•  높은 효율

•  2벨트 시스템

•  24시간 넘는 해동이 필요치 


   않음

• 스파이럴 프리저  

• 실온 쿨러 

• 터널 프리저 (IQF) 

• 카톤박스 프리저

• 벨트 프리저  

• 임핀지먼트 쿨러 

• 플레이트 프리저  

• 글레이징 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