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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신선도와 
보관기간을 늘려주는

진공포장기



식품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진공포장은 필수입니다. 

진공포장은 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위생적인 보관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진공포장은 미생물 증식을 막아줘 식품의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해 

유통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와 야채의 수분증발을 억제해

중량감소 방지는 물론 본래의 맛과 향도 보존시켜 줍니다.

Vaccum Packing Machines



Vaccum Packing Machines

최고품질의 독일 

Busch 진공펌프를 사용해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여
진공효과가 뛰어납니다!

육류, 어묵, 소시지 등을 판매하는 식품관련

업체는 물론 약품, 산업부품 등을 취급하는 

일반산업체와 슈퍼마켓, 백화점 등 유통업

체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일반산업체까지 
폭넓게 활용

소형·경량의 제품은 선반 위나 좁은 주방 

공간에서 설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선반 위나 작은공간에서도 OK

고급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내외장을 마무리

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오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고급 스테인리스로 
위생적으로 오래오래 사용

모든 동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자동 제어 

하도록 설계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동제어로 
사용은 편리하게

진공챔버 상부를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  

진공포장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커버로 
포장과정을 한눈에

제품 폭이 넓어 한번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진공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진공 포장



선반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형 챔버식 진공포장기

소형매장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챔버식 진공포장기

1. 실링 히타선이 2개임, 2.포장물크기에 따라 조정가능

1. 실링 히타선이 2개임, 2.포장물크기에 따라 조정가능

GVM-400D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실링부 길이 및 수량 (350mm×3.2mm)×2개 

진공펌프용량 24㎥/h

출력 0.9kw

진공펌프 사이클 타임 20~45초

콘트롤 방식 디지털

제품사이즈 W430×D570×H505mm

챔버내경 W360×D430×H110mm

전원 220V/60Hz-단상

중량 65Kg

StainlessTable Top Compact

GVM-600D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실링부 길이 및 수량 (500mm×3.2mm)×2개

진공펌프용량 30㎥/h

출력 1.8kw

진공펌프 사이클 타임 20~45초

콘트롤 방식 디지털

제품사이즈 W580×D750×H990mm

챔버내경 W510×D600×H130mm

전원 220V/60Hz-단상

중량 120Kg

이동바퀴 채용

Auto

AutoStainless 투명커버

투명커버

*1

*2

*1

*2

Busch Pump

Vacuum Pumps and Systems



한번에 여러 개를 진공포장할 수 있는 
대형 매장형 챔버식 진공포장기

합리적인 가격에 대용량의 성능을 갖춘 
실속형 챔버식 진공포장기

1. 실링 히타선이 2개임, 2.포장물크기에 따라 조정가능

1. 실링 히타선이 2개임, 2.포장물크기에 따라 조정가능

GVM-900D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실링부 길이 및 수량 (880mm×3.2mm)×2개

진공펌프용량 48㎥/h

출력 2.0kw

진공펌프 사이클 타임 20~45초

콘트롤 방식 디지털

제품사이즈 W970×D645×H995mm

챔버내경 W900×D500×H130mm

전원 220V/60Hz-단상

중량 145Kg

X 2 Auto

GVM-600XD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실링부 길이 및 수량 (600mm×3.2mm)×2개

진공펌프용량 30㎥/h

출력 1.8kw

진공펌프 사이클 타임 20~45초

콘트롤 방식 디지털

제품사이즈 W680×D650×H990mm

챔버내경 W610×D500×H130mm

전원 220V/60Hz-단상

중량 120Kg

*1

*2

*1

*2

이동바퀴 채용 AutoStainless

Stainless

투명커버

투명커버

Busch Pump

Vacuum Pumps and Systems

Busch Pump

Vacuum Pump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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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21길 69-4 (황학동)

• 영업부 Tel 02-2237-7950  Fax 02-2237-7948
• 해외영업부 Tel 02-2237-7943  Fax 02-2237-7944

천안영업소

부산영업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258-16

• 영업부 Tel 041-621-8101~4  Fax 041-621-810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77로 22번길 5 

• 영업부 Tel 051-832-1762~4  Fax 051-832-1760

•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본체를 개조하여 사고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카다로그의 내용은 외관(색상) 및 제품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A/S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 -1328 (지역번호없이)

http://www.woosungin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