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 PASTEURISATION

                      AND STERILISATION

associated with scraped surface, tubular and plate 
heat-exchangers.
The !uid substrate to be treated is continuously pumped 
through one or more Te!on tubes having a suitable 
diameter. The tubes are placed between electrodes, 
specifically designed depending on the product’s 
characteristics. The product is directly heated by the 
RF "eld, with a combination of dielectric and resistive 
heating. The intensity of the electromagnetic "eld, and 
the consequent heating rate, are controlled by means 
of a variable capacity coupling circuit. Heating rates 
from 1 - 2°C/sec (for highly viscous liquids containing 
suspended solids) up to 50 - 100°C/sec (for low-
viscosity liquids with no particulates) are achievable 
uniformly within the bulk of product, enhancing the 
thermal inactivation effect on microorganisms, 
spores and enzymes.

The food industry is nowadays dealing with both the increasing 
attention of consumers to natural taste, flavour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food, and with ever stricter food 
safety regulations set out by the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need for shelf-life extension technologies able to ful"l 
these two apparently contrasting tasks drove STALAM to the 
development of the “RF/L” equipment for in-line continuous 
pasteurisation and sterilisation of liquids, solid-liquid 
mixtures and high viscosity pumpable products. The use 
of Radio Frequency "elds (at 27.12 MHz) for this application 
represents today a real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thermal 
processing methods. The reason why several European leading 
fruit and vegetable processors decided to adopt this technology 
resides in the complete elimination of the usual issues 

“RF/L 85 kW” equipment for the pasteurisation
 of fruit preparations for yogurt.

“RF/L 30 kW” equipment for the pasteurisation
 and sterilisation of viscous liquids.

OF LIQUID AND PUMPABLE PRODUCTS

   액체와 펌프 사용 가능한 제품의 "RF"저온살균과 멸균 

요즘 식품 산업은 소비자들의 신선한 맛과 향 그리고 식
품의 기능성에 대한 늘어난 관심과 국제기구에 의해 정해
진 까다로운 식품안전 기준, 두가지 다 만족 시켜야한다. 

이 전혀 다른 두가지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식품
의 유통기한을 늘이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스탈람
은 액상의 식품과 고체 액체 섞인 식품, 그리고 점성 높은 

펌프사용 가능한 식품을 위해 in-line의 연속형 저온살균
과 멸균 가능한 RF/L장치를 만들었다. 고주파 (27.12 

MHz)의 사용은 기존의 열처리 방법의 진정한 현대적 대
안이다. 유럽 최고의 몇몇 과일과 채소 가공 업체들이 이 

기술사용을 채택한 이유는 scraped surface, 튜브형과 

판형 열교환기에 관련된 통상적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이다. 

처리될 액상물질은 하나 혹은 여 러개의 적당한 지
름의 테프론 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펌핑 된다. 튜
브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특수 제작되어 전극 사이
에 놓이게 된다. 제품은 유전체와 저항체 열이 조합
된 RF필드에 의해 직접 가열 된다. 전자기의 강도
와 그에 따른 가열속도는 가변 용량 coupling 

circuit 덕분에 통제 된다. 초 당 섭씨 1-2도 부터 

(부유 고형물이 있는 점성 높은 액체) 초 당 섭씨 

50-100도 까지의 (부유 입자 없는 점성 낮은 액체) 

가열 속도는 대량의 제품이 균등하게 열에 의한 미
생물, 포자,그리고 효소의 불활성화를 더 효과적으
로 이루도록 할 수 있다.   요거트에 들어갈 조제된 과일의 저온 살균 장치 "RF/L 85 kW" 

점성있는 액체의 저온살균과 멸균을 위한 "RF/L 30kW" 

장치.



“RF” PASTEURISATION and STERILISATION

Main benefits of
the “RF/L” technology

Typical applicator for low viscosity
liquids (flow rate about 2000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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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S ∆T (temperature jump)

RF generators Tubes
in the applicator 20 °C 40 °C 60 °C 80 °C

40 kW 2 1500 kg/h 750 kg/h 500 kg/h 350 kg/h

85 kW 4 3300 kg/h 1650 kg/h 1100 kg/h 800 kg/h

150 kW 6 5800 kg/h 2900 kg/h 1950 kg/h 1450 kg/h



RF/L 기술의 장점

제품의 온도가 빠르고 균등하게 높아지고 어떤 크기의 부유하는 미립자
라도 액체가 무리하게 가열 될 위험이 없다. 

기존의 열처리 방식보다 빠르고, 낮은 온도에서 미생물의 활동 중지가 

이루어진다.

고체 미립자의 구조적 집합을 포함하여 제품의 감각적, 화학적, 물리적 

특징이 더 잘 보존 된다.

보통 기존의 가열 방식 때문에 생기는 제품 품질의 저하를 보충하기 위
해 사용되던 색소, 향신료, 농축액 등의 첨가물을 줄인다.

즉각적 열의 투입과 공정 파라미터 컨트롤 

운전의 높은 유연성

모듈러 구조로,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여러개의 유닛이 일렬로 설치 될 

수 있다.

어떤 열기와도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딱딱해 지지 않아 청소하기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

설치 면적의 최소화

일하기 편한 환경
세척에 CIP 시스템 사용 가능

제품의 인 라인 변화와 제품 회복에 PIG 시스템 사용 가능

대기 상태에도 장치의 살균력이 유지 될 수 있다

점성이 낮은 액체  ( 약 2000 l/h 유동률) 

를 위한 전형적인 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