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빵류

파이

과자

면류

파이 롤러(수동 모델)

KR25
/ KR16/ KS30 / KLD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만능 파이롤러!
빵･과자 반죽은 물론
면류 등의 밀어펴기에도 폭넓게 활약!

보조 롤러
파이 롤러에 반죽이 공급되기 쉽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스테인레스 사양
청소성의 향상. 도장이 벗겨짐으로
인한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어서
위생적입니다.

가압판, 반죽받이판
파이 롤러의 롤러로 가스를 뺀 상
태의 빵 반죽을 봉모양으로 성형합
니다.

사용하기 쉽고 튼튼한 개량형 모델
KR25［스탠다드 모델］
롤러의 간격이
반죽도 밀어펼
튼한 금속제를
보수도 용이한

최대 25mm까지 열리고, 핸들 조작이 가벼워졌으며, 대용량에 두꺼운
수 있습니다. 스크래퍼는 상단과 하단 모두 긁기 효과가 뛰어나고 튼
채택. 공구가 없어도 탈착이 가능하므로, 청소가 간편하면서도 유지나
구조입니다.

【옵션】가압판(＋반죽받이판), 보조 롤러
전체 길이를 약간 줄인 쇼트사이즈 타입「KR25-S」형

페이스트리, , 파이, 쿠키 등의 반죽을
밀어펴는 파이 롤러

KR16［이코노미 모델］
직경 120φ의 롤러로 반죽을 밀어펴는 효과가 뛰어납니
다. 스크래퍼는 경량으로 탈착 및 청소가 용이합니다.
【옵션】 가압판(＋반죽받이판), 보조 롤러

탁상
설치 가능･강력한 모터
卓上設置可能･パワフルモーター
［컴팩트 모델］
KS30［コンパクトモデル］
KS30

너비
600mm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한 탁상형 파이롤러.
奥行き
600mm
あれば設置が可能な卓上型。小型機械な
소형이면서
직경 88φ롤러로 반죽을 밀어폅니다.
がら、直径 88φのローラーで生地を圧延します。

150Φ
대형 롤러로 밀어펴기 효과 상승!
150Φの大型ローラーが生地をしっかりと圧延
［대량생산 모델］
KLD［大量生産モデル］
KLD

대형
기계로33개의
모터,インバーター方式により、
인버터 방식 등을 채택한パワー
강력
大型機械の
モーター、
한
대량생산 모델입니다.
アップした大量生産モデルです。
【옵션】전체 길이를 약간 줄인 쇼트사이즈 타입「KLD-S」형
【オプション】全長をおさえたショートタイプ「KLD-S」型

【옵션】단독 설치 전용 가대
【オプション】単独設置用専用台

제품의 특징
■ 풋 스위치가 전 기종 표준 장비
양손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풋 스위치」가
전 기종 표준 장비로 달려 있습니다.

■ 간단한 밀어펴기
누구든지 간단히 밀어펴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에 최적화.
면봉으로 일일이 밀어펴는 중노동으로부터 해방됩니다.

■ 탈착이 가능한 스크래퍼
상단, 하단 롤러에 장착 가능한 스크래퍼가 탈착이 가능합니다. 공구
가 없어도 탈착이 가능합니다. 청소성도 우수합니다.

■ 직경120φ 대형 롤러（KR16, KR25）
롤러의 직경이 클수록 반죽의 밀어펴기 효과가 뛰어납니다.

■ 동력 강화＋롤러 간격이 28mm까지 열립니다（KS30）
3P-200V550W 모터를 탑재하여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롤러 간
격을 28mm까지 열리게끔 설계되었으므로, 대용량에 두꺼운 반죽의
밀어펴기도 용이해졌습니다.

■ 구동력 강화를 실현（KLD）
롤러와 좌우 컨베이어를 개별 모터로 구동함으로써, 구동력 강화를
실현하였습니다.롤러 대비 컨베이어 속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반죽을 밀어펼 수 있습니다.

■ 치수 도면
외부 치수(KR25)

외부 치수(KR16)

외부 치수(KS30)

외부 치수(KLD)

■ 사양
기종

KR25

KR16

KS30

KLD

치수

W2230 x D690 x H1050mm

W2300 x D650 x H1055mm

W1450 x D775 x H580mm

W3350 x D1005 x H1225mm

중량

250kg

180kg

100kg

530kg

롤러

120ø ※유효폭 430mm

120ø ※유효폭 430mm

88ø ※유효폭 370mm

150ø ※유효폭 620mm

롤러 간격

0.3～25mm

0.5～16.5mm

0.3～28mm

0.3～32mm

컨베이어 벨트

폭425ｍｍ x 둘레2130mm

폭425ｍｍ x 둘레2130mm

폭340ｍｍ x 둘레1395mm

폭605ｍｍ x 둘레3120mm

동력

3P 200V 0.4kw

3P 200V 0.4kw

3P 220V 0.55kw

3P 200V 2.3kw

능력

2～3kg

2～3kg

1～2kg

5～6kg

기계를 접었을 때 치수

W1250 x D690 x H1470mm

W1200 x D650 x H330mm

W780 x D775 x H653mm

W1950 x D1005 x H1480mm

쇼트 사이즈 치수

W1870 x D690 x H1050mm

W1950 x D650 x H1050mm

─

W2870 x D1005 x H1225mm

※ 사양은 개량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주문시 확인 바랍니다.

제과제빵 기계의 제조･판매

본사: (우)351-0022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히가시벤자이 1-3-3 아사카다이에키마에빌딩 301호
히다카공장: (우)350-1205 사이타마현 히다카시 하라주쿠 746

FAX +81-42-978-6683

TEL +81-42-984-1261

info@kamata-machine.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