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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색조유지

감압상태에서는 물의 비점이

크게 내려가는 것을 이용하여 ,

낮은 유온으로 색채를 남기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가 진행해

간다.

독특한 식감

튀김 시작으로부터 2분 정도

사이에 증발량이 최대가 되는

특성이 있어, 상압튀김과는 다른

독특한 식감을 얻을 수 있다 .

진공튀김이란,

유징에 의한 식품의 건조 및 수분조정

현재 공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조방법 중에서

이색적인 기름을 열매(熱媒)로 이용하는 건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건조방법과 비교해 풍미, 색조를

유지하며 단시간 내 건조가 가능하다.

저유분, 영양보존

유분이 적어 매우 바삭하게 튀길

수 있다. 또한 저온에 단시간이기

때문에 비타민류의 영양손실이

거의 없다.

진공 튀김의 의미



진공 튀김의 의미



키요모토 진공튀김설비는,

튀김설비 본체, 오일필터, 오일가열장치, 진공발생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고진공계에서 저온도, 단시간으로

튀기고 수분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설비입니다.

폐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설비의 형식은 제조목적, 규모, 

원료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KIYOMOTO 진공튀김설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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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이나 영양소
의 손실이 적음

영양소

제품의 함유(油)량이 기존의
튀김설비와 비교해 매우 적음

함유량

제품에 맛, 풍미가 그대로 남고, 변색이
없으며, 독특한 바삭바삭한 식감

풍미, 색
건조식품 등으로 균이 증가하지
않아 상온유통이 가능

안전

인스턴트면 등의 재료와
같이 뜨거운 물로 복원할
수 있는 제품에 사용 가능

복원성

KIYOMOTO 진공튀김설비 제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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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예시

APPLE AVOCADO STRAWBERRY

MANGO JACK FRUIT BANANA



조리 예시

MUSHROOM PAPRIKA ONION

SWEET PUMPKINPURPLE SWEET POTATO CARROT



１．HEAD OFFICE

6-1633, TOTORO-CHO, NOBEOKA-SHI, MIYAZAKI, 889-0595 JAPAN

TEL. +81-982-24-1111 FAX. +81-982-24-1145

２．KOREA OFFICE

RM.1802,92,SAEMUNAN-RO,JONGNO-GU,SEOUL,KOREA

TEL. +82-2-6959-6791   FAX. +82-2-6959-6796

Email : sales@kiyomoto.co.jp

www.kiyomot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