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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설명(기능)

1. 바이오진공저온 <농축> 순환식 무압력 추출기 : DM 3000,  DM 4000

가. 기재, 유재, 윤재, 향 성분, 정유성분이 온전히 추출되는 시스템

나. 초고속 전탕, 한약 증류 추출, 경옥고 제조, 분말한약 제조

다. 고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원료 추출

2. 각종 의약품 원료 추출 : Bio Fe-500, 700

가. 고기능성 발효 한약의 제조 및 제형화

나. 발효 화장품 원료 및 발효식품 제조

다. 발효 균주 미생물 제공

라. 고체발효가능, 농축액(액상) 발효

3. 건초 발효 및 건조기능 일열스틱 포장기 및 반자동 캡슐 포장기

가. 형식 : 에어실린더 구동방식 / 용기용량 : 20L, 밸트형 5마력 / 소비전력 : 1.5kw

나. 포장속도 : 소형 20개/분, 대형 15개/분 / 포장적재량 : 500m롤

구성 및 성능

1. 고성능 진공저온 피드백 추출장치 : 바이오피드백 DM 3000,  DM 4000

2. 액체발효장치 : Bio Fe-500, 700

3. 일열스틱 포장기 및 반자동 캡슐 포장기

사용예

1. 세계의 기술을 뛰어넘은 혁신적 발효장치 : 전국 한의원 재가 한약 조제장치로 활용

2. 의약품 성분추출 일반 추출기보다 3-7배의 기능

3. 다재다능한 유효성분 추출로 한방탕약에 전문적 활용

장비사진
DM-4000 DM-3000 BIO-FE-500

BIO-FE-700 GR-1000L DMF-150



1. 성분추출기 바이오 피드백 DM-4000
가. 규격
1) 외형 : 가로310cm x 높이185cm x 세로650cm (4등분연 1대규격)
2) 중량 : 320kg (4등분연 1대규격)
3) 전원 : 220V 60Hz
4) 소비전력 : 20kw x 5kw 가변응용(4등분연 1대규격)
5) 용량 : 80L
6) 작동조건
가) 추출기 1회 추출시간 시간 03시간 30분 소요 (예약기능)
나) 생산시간 48 ~ 62시간 소요 (액체, 고체발효
다) 액상발효 1회 생산량 40L, 고체발효 1회 생산량 30kg
라) 스틱 농축 - 포장량 : 5g~15g, 생산량 : 1분에 12 ~15개, 포장 : 1시간당 

1200 ~1500개 포장
마) 캡슐 포장량(반자동) 0.5g 포장단위로 1회 100개 포장생산

나. 특징 장점
1) 압력, 순환식 무압력, 저온추출, 농축, 증류추출 가능
2) 다기능 컨트롤러 : 99시간 예약가능, 자체과열방지
3) 물로 냉각하는 방식에 냉매라인 (냉동기)을 추가하여 증기의 냉각효율 극대화
4) 냉동기의 온도 (-30℃ ~ 30℃)를 조절하여 사용
5) 진공저온추출기 포집용 유리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추가
6) 진공저온추출, 감압농축, 압력추출, 무압력추출, 증류추출
7) 물을 순환시켜 포집장치인 유리관에 냉매장치가 있어 2차 냉각으로 냉각 효율 높임.
8) 냉매온도를 조절하여 포집장치내의 온도 조절이 가능.
9) 작업시 추출, 농축, 증류 작업 시 냉각효율이 높아 증발량이 아주 적으며 작업효율이 높다.

다. 기능
1) 제형의 변화 기능 : 원액 - 농축액- 젤타입 - 고체형식 (경옥고)
2) 모든과일, 야채류를 가공하여 주스와 즙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3) 증류수 및 화장품원료, 아로마 및 엑기스, 화학 및 제약성분 추출
4) 증류한약(시간당 5,000) 경옥고, 제조 , 유기용매추출(알코올, 에탄올 등 시간당 최대(10,000cc)젤, 

잼 아로마 추출, 홍삼 제조기능 ( 숙성과 잼)
5) 순환식 무압력 원리를 이용하여 재래식 탕기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약재의 확산작용을 유도하고 용출

과 대류현상을 통하여 약제의 원액을 그대로 추출 가능
6) 탕전 중 발생하는 증기를 일부 배출하여 독성을 줄이고 별도의 냉각장치를 통하여 원소의 향성분과 일

부 점액이 재투입되어 약효가 뛰어남
7) 진공저온추출방식도입 : 진공 속에서 끓는점이 낮아 저온 (40~90℃)에서도 물이 끓게 되어 탕전시간이 

단축되며, 열 영향을 받기 쉬운 물질을 약효 손상 없이 추출 가능
8) 진공증류(감압증류) 방식도입 : 상압에서 끓는점까지 가열하면 분해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 감압(진공)

하에서는 끓는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이용, 정제, 향료, 유기약품, 유기합성, 중간원료의 증류가능
9) 진공농축방식도입 : 열에 약한 물질이나 공기에 의해 분해 및 반응하는 물질을 농축하기 위한 방식
10) 자동출방식도입 : 조작이 간편한 디지털 방식의 컨트롤로 잔고장이 없습니다.
11) 공냉보다 효과가 뛰어난 수랭식 냉각방식 채택
12) 탕전실 사용공간을 기존의 약탕기보다 1/2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교반작동 참조사진]: speed controller

[유기용매용(바이톤)]

- 일반 패킹으로 유기용매 추출시, 화학성분에 의해 패킹의 변형이 생지만, 유기용매용(바이톤) 패킹으로 

추출시, 화학성분에(알콜, 핵산) 대체로 강하여 패킹의 변형이 적음



2. 성분추출기 바이오 피드백 DM-3000
가. 특징
1) 제형의 변화 기능 : 원액 - 농축액- 젤타입 - 고체형식 (경옥고)
2) 압력, 순환식무압력, 저온추출, 농축, 증류추출 가능
3) 다기능 컨트롤러 : 99시간 예약가능, 자체과열방지
4) 순환식 무압력원리를 이용하여 재래식 탕기의 장점을 그대로 살렸으

며 약재의 확산작용을 유도하고 용출과 대류현상을 통하여 약재의 원
액을 그대로 추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 진공저온추출방식 : 진공속에서 끓는점이 낮아 저온 (40~90℃) 에서
도 물이 끓게 되어 탕전 시간이 단축되며 열 영향을 받기 쉬운 물질을 
약효 손상없이 추출 가능(향성분유지, 고온에 약한 성분이 보존)

6) 진공증류 (감압증류) 방식 : 시간당 2500cc 증류 
7) 모든 과일, 야채류를 가공하여 주스와 즙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8) 증류수 및 화장품원료 : 액체화장품의 기본인 증류수와 화장품에 첨

가되는 모든 추출물
9) 아로마 및 엑기스 : 허브, 선인장 버섯, 곤충 등을 가공하여 엑기스

를 만들 수 있다.
10) 화학 및 제약성분 추출

나. 사양
1) 솥용량 : 스텐레스 80L
2) 중량 : 190 kg
3) 외형 : 1140 x 680 x 1840
4) 전압 : 단상 220v / 50~60hz
5) 소비전력 : 2.5kw +2.5kw (가변)
6) 방식 : 수냉방식, 유기용매
7) 교반기
w 외형 : 180 mm x 180mm x 450mm
w 중량 : 13kg
w 속도 : 1700rpm /max
w 작동 : speed controller

3. 액상발효기 (BIO-FE -500)
가. 규격
1) 수냉 냉각 기능 냉각수 저장탱크 40cm X 40cm X 15cm
2) 냉각수 이송모터 1800알피엠 모터 14cm x 12cm x 12cm
3) 냉각 라지에터 30cm x 30cm x 7cm
4) 냉각 홴 모터 날개 30cm x 30cm x 10cm
5) 냉각 코일 길이 내부장치 10m x 20cm x 30cm
6) 발효 열판 전열 전원 1.8kw
7) 발효기 원통 밴드 히터 전원 1kw
8) 반기 원심 모터 25cm x 14cm x 14cm
9) 교반기 날개 25cm x 15cm x 15cm
10) 교반기 전원 1.2kw
11) 외형 : 780 x 720 x 1600
12) 중량 : 115 kg
13) 전원 : 2.4 kw
14) 용량 : 50L

나. 기능
1) 발효기능
2) 압력, 무압력겸용 추출이 가능합니다.
3) 펌프가 장착되어 포장기로 자동 이송가능
4) 자체과열방지기능
5) 최대 99시간 예약기능이 있다.
6) 자가진단기능
7) 이송밸브 및 포장기로 연결되는 호스까지 자동 고속 청소됩니다.
8) 발효 한약 탕약 제조
9) 발효 증류한약제조
10) 발효 의약품 원료 제조



4. 고체발효기 (BIO-FE-700)
가. 장치규격
1) 용량 30kg 발효 가능 *채반 10개
2) 수분공급 장치 원형 유리관 30cm x 30cm x 30cm
3) 용량 20L *수분공급 장치 열선 전원 1kw
4) 열 건조 장치 전원 1kw
5) 원 적외선 살균기능 장치 전원 0.3kw
6) 열풍 모터 장치 양쪽 2개 전원 0.2kw x 0.2kw =0.4kw
7) 수분 배출 홴 10cm x 10cm x 4cm
8) 수분 배출 홴 모터 전원 0.2kw
1) 용량 : 50L
2) 외형 : 130mm x 65mm x 60mm
3) 중량 : 70 kg
4) 전원 : 단상 220v / 50hz ~60hz
5) 소비전력 : 3.4 kw

나. 용도
1) 홍삼제조, 액상발효
2) 한약발효
3) 화장품원료발효

다. 고체발효기능
1) 약재를 발효화 할 수 있으며 액상 물질을 발효화하여 고체화 한다
2) 한약재 건초 발효는 한약재를 먼저 성분추출기에서 액상으로 추출 후 발효 균주를 투입하여 고체발효

기에 발효를 한다
3) 고체 수분이 없는 물질을 발효할시 맨 하단 원형 유리관 30cm x 30cm x 30cm에 정량이 되어있어 정량의 

물을 넣어주고 전열 1kw로 전기 가열을 하여주면 수분 공급을 하여주도록 자동 장치화 되어있다
4) 상하 좌우에서 벽면 전체 열선을 장착 후 8mm 원형의 구멍을 칸칸이 12개씩 10칸 x 120개 뚫어두고 양

쪽 환풍 장치 모터에 의하여 열기를 순환시키면서 전온 고온을 필요에 따라 온도 조절를 하도록 장치
화 하였다

5) 캡슐포장. 타불렛제조. 환약원료제조. 경옥고제조. 청심환원료제조.
6) 원 적외선 건조 시스템 살균 소독기능 동시에 이루어짐
7) 동물성 발효가능

5. 농축1열 스틱포장기계(GR-1000)
가. 특징
1) 상기타등을 1회용 스틱으로 포장 생산하는 방식
2) 품의 폭은 지정폭이며 길이를 조절해 양을 조절한다.
3) E,PET/AL코팅으로 스틱형 포장제품으로 생산한다.
4) 상 히팅 탱크에서 정량은 밸브 & 노즐에 의해 충진하며 필요시 보조탱크에 

의해 충진할 수 있으며 농축기에 의해 액상 히팅 탱크까지 액상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5) 포장지의하부접착 & 배면접착이 되지 않을시 센서에 의해 충진 노즐에서 액
상 충진이 자동 정지되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다.

6) 포토센서 사용으로 접착 컷팅 위치가 일정하다.(개봉부 -자 혹은 V-Cutting
중 택일)

7) 날자 날인이 가능하다.
8) 하단부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부착되어 있다.

나. 사양
1) 생산제품 : 1회용 5~20g 내외 단위로 양 조절 제품생산
2) 운전방식 : Digital Touch Screen Type
3) 접착방식 : 필름내면 코팅 전기 열접착
4) 날인방식 : 핫 프린터 방식
5) 제품규격 : 26~35mm에 길이100mm부터 170mm조정 형
6) 생산능력 : 20~25포 내외 (속도는 충진 양과 원료에 변수)
7) 사용필름 : PE. PET/AL, 기타 열접착 가능 필름
8) 공압소요 : 5Kgf/㎠ 소요 (3HP Compressor는 별도)
9) 공급전원 : AC 220V 50~60Hz
10) 소비전력 : 1kW
11) 장비규격 : W 850 x L 1300 x H 1900mm (가로x세로x높이)
12) 장비중량 : 약 350Kg
13) 기타 : Conveyor
14) 옵션 : 핫프린터(날인기), R cutting(사용자 맞춤)



6. 반자동 캡슐 포장기계 ( DMF - 150 )
가. 사양내역
1) 공정

w 공캡슐 배향 (방향지점) - 분리 – 약제충전 - 결합
w 1회 : caps 처리수량 150  caps
w 생산량 : 1일 8시간기준 60,000 Caps

2) 기계규격
w 충진기 - 크기 : D400 x 350 x H420(mm), 무게 : 39kg
w 배향기 - 크기 : D350 x 450 x H320(mm), 무게 : 36kg

3) 주요기능 및 가공방식
w 충진량 미세임의 조절 가능
w 원터치 조작 캡슐정렬장치
w 초정밀 CNC가공, 원통연마, 와이어컷팅, 풀리싱 가공처리

4) 기타
w 장기기계수명 및 고장률과 불량을 및 원료 LOSS발생이 없음.
w 소요동력 및 압축공기 필요 없음.
w 조작방법의 간편성, 숙련도 없이 누구나 쉽게 충전토록 설계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