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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to 1,800 pieces per minute

• Tri-lane input and tri-lane output

• Diameter range: 14mm to 32mm

• 98%+ fill rate

• Rapid module changeover due to CLXII 

   loading head

• Loads product with or without casing

• Touch screen controls

• Conforms to AMI sanitary equipment

  design principles

• CE approved

*Final output speed is dependent on product specifications and the packaging machine.
Guarding may be removed in some images for demonstration purposes.

Quickly load fragile products such as cooked sausages and fresh 

cheese sticks.  Models enable flexible film and box loading.  
Versatile modular heads offer quick changeover 

time for different packaging applications.  

Launcher Style Autoloader

MODEL
LS-1800

LS-1800 shown with 
cleaning cart option.

조리된 소세지나 갓 만든 치즈 스틱 같은 부서지기 쉬운 제품들을 빠르게 

로딩 합니다. 이 모델은 수축 필름이나 박스로 로딩 할 수 있게 합니다. 

• 분 당 1,800개 까지 처리*





• 3개 레인 투입구와 3개 레인 배출구




• 직경 범위: 14mm에서 32mm 까지




• 98%이상의 non-drop 성공률




• CLXII 로딩 헤드로 인한 빠른 모듈 체인지




• 케이싱 유무와 상관없이 제품 로딩 가능




• 터치 스크린 컨트롤




• AMI 위생 설비 디자인 조건을 따름




• CE인증

다목적 모듈식 헤드는 다른 종류의 포장 방법으로 빠르게 전환 

가능하게 합니다.

*최종 배출 속도는 제품 사양 및 포장 기계에 의해 좌우 됩니다. 기계 설명을 위하여 일부 이미지에서 

보호대가 제거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DRAKE LAUNCHER STYLE AUTOLOADER

Drake Model LS-1800 Loader Specifications
Voltage Noise 

Level
Water 

(optional)
In-Line 90˚

208-240 V

or 380-480 V

50 or 60 Hz,

3PH

Fuse: 30A

≤ 70 dB
(A)

8 GPM

(30 LPM)

Drake launcher style, high-speed, open channel 

autoloaders are the most sanitary and durable 

loaders on the market. 

The Drake Model LS-1800 autoloader offers a 

compact footprint and design that strips quickly 

for cleaning.  Sanitary food belts are easily 

removed during the cleaning process.

 

Drake’s LS-1800 can handle up to 1,800 pieces 

per minute of a 127mm (5 inches) long product 
and  has  a  98%  fill  rate.  The  LS-1800  is  able 

to load frankfurters that are cooked or chilled 

and can handle skinless or skin-on products.

Product from 14mm to 32mm in diameter and 

from 79.375mm (3⅛ inches) to 222.25mm (8¾ 
inches) in length are processed.

 

All Drake autoloaders feature touch screen 

controls for the easy addition of new recipes and 

rapid adjustment to various areas of the loader.

 

All Drake loaders are proudly made in the USA.

MODEL LS-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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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e의 launcher style 로더는  open access 의 고속 자동 

로더로, 업계 내 최고의 위생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Drake의 LS-1800 자동 로더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크기로, 세
척시 빠른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 위생적인 식품 전용 벨트를 사
용하여 세척 과정 중 쉽게 분리 세척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닛은 98%의 non-drop 성공률로, 5인치 (127mm) 길이
의 제품을 분 당 1,800개 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LS-1800 모델은 프랑크 소세지를 스킨이 있거나 없이, 또 조
리 되거나 냉장된 상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름 14~32mm와 길이 79.375 ~ 222.25mm의 제품들을 

처리 가능합니다.








모든 Drake의 자동 로더는 터치 스크린 컨트롤 기능이 있어, 

새로운 조리법 추가나 여러가지 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
다. 








모든 Drake 제품은 미국내 생산 입니다.

사양
전압 소음 레벨 물 유량 


(옵션)

직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