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팩 매뉴얼( Auto Sealing Machine )
1. 개요
이지팩 EPA-120 (EPA-190,EPA-230 Auto Sealing Machine)은 음료와 음식물을 위
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팩은 사용하기 편하고, 작동하기 쉬우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노동력
을 절감시키며, 절전형입니다.
이지팩은 소규모 공장이나, 식음료취급점,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기 좋습니
다.

2. 제품사양
1. 규

격 : 300 * 380 * 520mm ( 340 * 380 * 550mm )

2. 중

량 : 28Kg ( 30KG, 32Kg )

3. 전

원 : 220V 60HZ

4. 소비전력 : 350W
5. Out Put : 300 ~ 500 tray/H
필 름
1. PE polyethylene

: 170℃

2. PP polypropylene : 170℃ ~ 200℃
3. PS polystyrene

: 180℃

4. Easy open film

: 120℃ ~ 180℃

5. PET polyester

: 160℃ ~ 200℃

3. 제품의 구조

Have fever plank ( 가열판 )
Direction ( 필름진행방향 )

4. 사용방법
A. 필름의 장착
1. 필름의 앞과 뒤에 플라이우드 플라이우드(TRI-ANGLE PLATE ) 를 결합하세요
2. 전원을 끈 상태 하에서 장착 합니다. 필름 진행방향을 확인 하세요.
가. 필름이 풀어지는 방향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해서, 필름을 우측 롤( Film feeding
Roll )에 장착하고, 필름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당겨서 그림 우측의 Film Roller에
밖으로 걸치고
나. 그 밑에 있는 Sensor Rail 사이로 필름을 통과 시킨후
다. 그 아래 청색의 fixed roll에 밖으로 걸친후
라. Have fever plank( 가열판 ) 밑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넣은 다음
마. 좌측의 청색 Film Roller에 걸치고
바. 그위 fixed roll에 걸친다
사. 다음에 시계반대 방향으로 지관( Film Collecting Roll )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부착 시킨다 (3항 그림 참조)

B. 실링순서
1.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고, 지시등이 켜지면, 온도조절기에서 설정온
도(2항 참고)를 세팅하세요, 초록색의 히팅램프가 작동 할 것입니다, 설정온도에 도
달하면( 6~7분 소요) 적색 온도지시등이 켜지고,

이제 실링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의 지시등은 실링작업 중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2. 하부몰드에 용기를 넣고, 손으로 슬립보드를 밀어넣는다, 필름은 자동으로 공급
되며

실링작업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이때 모터는 정지한다

3. 필름구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며, 슬립보드를 잡아당겨 용기를 꺼내고, 새로운
용기를 넣고 다른 작업을 진행한다

5. 주의사항
1. 평탄한 곳에서 작업하세요
2.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체크하세요
3. 상,하부 몰드 사이에 손을 넣으면 위험합니다.
4. 설정한 온도에 도달 할 때까지 기다린 후, 용기를 넣으세요
5. 하부몰드와 용기를 제자리에 놓고 필름을 역방향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상,하부 몰드가 손상됩니다.
6. 전압은 220Volt 입니다

6. 관리
1. 작업이 끝나면 전원스위치를 끄고 깨끗이 청소하세요
2. 슬립보드와 다른 구동장치는 윤활유를 주입하세요
3. 나이프 청소방법 : 먼저 헝겊을 이용하여 인출구멍을 막고, 하부몰드에 뜨거운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슬립보드를 밀어 넣은 후 상부몰드를 아래방향으로 당겨서.
나이프가 깨끗하도록 수 분간 담구어 두시고 수 차례 반복하세요

7. 간단한 응급처치요령

고장인가요?
수리를 맡기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증

상

실링이 안돼요

원

인

조

치

몰드의 가장자리가 더러워져

전원을 끄고, 기계가 식은 후

있지 않나요?

청소 해주세요

실링부분이

필름이 구겨지나요?

필름을 조정해주세요

샙니다

용기 가장자리가 더러워요?

용기가장자리를 닦아 주세요

온도가 낮거나, 높은가요?

실링온도를 조정하세요

자동실링이

자동조절 버튼이 막히거나

자동조절버튼을 닦아 주세요

안되나요

이상이 있어요

필름이 조절이

1. 필름이 센서를 감지하지

필름을 센서에 감지하도록 제위

안되요

아니하게 장착 또는 정 위치

치에 장착

에 있지 않습니다
2. 센서반응이 적정하지 않다

센서를 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