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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제과업체는 이류체 미세분무 
노즐을 사용하여 팬에 이형제를 도포했습니다. 업체는 
노즐의 유량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이형제가 도포되었고, 초과된 
오일이 오븐에서 연소되어 그을음과 연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류체 미세분무 노즐은 많은 
비산을 발생시켰고, 장비에서 오일 비산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업체는 당사에 솔루션을 
문의하였습니다.

AutoJet 스프레이 시스템은 제과업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utoJet 2008+ 스프레이 
컨트롤러와 PulsaJet  전기-구동식 노즐로 구성되어 
정밀 스프레이 제어(PSC)를 달성합니다. PSC는 노즐을 
매우 빠르게 On/Off 전환하여 이형제의 도포량을 
제어합니다. 라인 속도와 같은 작동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어 적절한 양의 이형제가 공급되도록 
합니다. 압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레이 
커버리지가 일정하며, 팬이 균일하게 코팅됩니다. 
PulsaJet 노즐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낮은 
유량과 작은 입자 크기를 달성하므로 비산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PSC를 사용하여 
노즐을 매우 빠르게 켜고 끄는 방식으로 유량을 
제어하고 적절한 양의 이형제가 도포되도록 합니다. 
유량 조정은 자동이며, 라인 속도와 같은 작동 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PulsaJet 스프레이 노즐은 
적절한 양의 이형제를 도포하는 것 외에도 비산 없이 
이형제를 팬에 바로 도포합니다.

AutoJet 2008+ 스프레이 컨트롤러

PulsaJet 전기-구동식 
스프레이 노즐



시스템 자세히 보기

결과:
제과업체는 AutoJet 시스템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압축 공기 사용, 비산 및 관련된 유지 
보수 시간이 제거되었습니다. 팬은 적절한 양의 
이형제로 균일하고 일관되게 코팅되었고, 

오븐 연기는 더 이상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이형제와 
에너지 사용은 각각 18%와 73% 감소했습니다. 
업체는 단 15개월 만에 시스템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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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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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스프레이 제어(PSC)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노즐을 매우 신속하게 On/Off
전환하는 작업을 수반합니다. 이 사이클은 매우 빨라서 유량이 거의 일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 노즐의 경우, 유량 조절시 액체 압력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노즐의
스프레이 각도/커버리지 및 입자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PSC를 사용하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스프레이 성능의 변화 없이 유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PSC는
전기-구동식 스프레이 노즐과 AutoJet 스프레이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밀 스프레이 제어(PSC)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pray.co.kr/psc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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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의
50%를 중지한
상태 (OFF)

8개의 PulsaJet  일류체 전기-구동식 스프레이 노즐은 
값비싼 압축 공기의 필요를 제거하며, 빵 틀 위에 이형제의
정밀 도포를 제공합니다.

AutoJet 스프레이 
컨트롤러는 유량 및 
스프레이 타이밍의
정확한 제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다 스프레이와
이형제 낭비를 제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