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el

DYT-750
DYT-1000
DYT-1200
DYT-1400
DYT-1600

탑 휴징 프레스

Top Fusing Press Machine
Rotary Fusing 
Press Machine

(株) 東 洋 縫 製 機 械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36-3

36-3, SOHAK-RI, NAECHON-MYEON, POCHEON-SI, KYUNGGI-DO, KOREA
TEL:(82)31-531-3579       FAX:(82)31-531-2779
HOMEPAGE : http://www.lastar.co.kr e-mail : lastar@lastar.co.kr

특  징
▶ 본 제품은 ·각종 주머니 접기와 심지를 접착할 수 있는 기계로서 어떠한 소재의 

    원단 및 심지라도 정확한 가압력과 고른열 분포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드럼에 밀림 방지 기어를 부착하여 절대로 말리지 않고 정확히 가동됩니다.

    (실용신안 등록 출원 제 19504호) 

▶ 벨트컨트롤장치(전자조정장치)를 부착하여 자동 조절되며 무리를 하지 않게 

    가동되어 벨트의 수명 을 연장시켜 줍니다.

▶ 온도, 속도, 압력은 자유자제로 자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조작이 간편하고, 작업 인원이 단축되며 생산 배기되어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 협소한 장소 어디 어느곳에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옵션사항

    - H Series : TABLE형으로 작업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설계되었습니다(TABLE높이 460mm)

    - Endless Belt : 기존 테프론 벨트의 접착부위에서 나타나는 품질 저하현상을 방지합니다.

Features
▶ This press is specially designed to the quality pressing and folding various 
     pocket press with heating evenly.
▶ This machine can be accurately operated without skid as attached gear at 
    roller drum(Government utility Model patent Registration No.19504)
▶ The machine can be automatically controlled by belt controller(electronic 
    controller) which makes the belt durable.
▶ More than 40% of power can be cut down as attaching special heater device 
    and thermostat.
▶ Temperature, speed, and pressure can be controlled freely.
▶ This machine is convenient to operating and effective the saving men power.
▶ This machine can be easily installed even at narrow spaces.
▶ OPTION
    - H Series : Workers are easy to attach table(Table 460mm)
    - Endless Belt : The durable endless belt is available as the option, specially for
      textile transcription printing with perfect heat equality of belt

Specification

MODEL DY-5000 DY-6000 DY-9000 DY-12000

DIMENSION(mm)

TEMPERATURE(℃)

WORKING WIDTH(mm)

POWER CONSUMPTION(w/h)

ELECTRIC SPEC

WEIGHT(㎏)

780*500*600 1300*500*6001000*500*600 1600*500*600

ROOM ~ 320

400 600 900 1200

3000 3600 5000 7200

220v/1p, 220v/3p, 380v/3p

80 100 125 150

* 제품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quality improv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