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BIT
스팀 필러

TOMRA Food EMEA

Research Park Haasrode 1622 
Romeinse straat, 20 
3001 Leuven 
BELGIUM 

전화: +32 16 396 396 
팩스: +32 16 396 390 
food@tomra.com 
www.tomra.com/food 

TOMRA Food AMERICAS

875 Embarcadero Drive 
West Sacramento 
California 95605 
U.S.A.

전화: +1 916 388 3900 
팩스: +1 916 388 3901 
food.us@tomra.com 
www.tomra.com/food

TOMRA Food APAC

Unit 1, 20 Anella Ave,  
Castle Hill, 2154  
NSW 
AUSTRALIA

전화: +61 2 8624 0100 
팩스: +61 2 8624 0101 
food.asia@tomra.com 
www.tomra.com/food

TOMRA Food CHINA

1A/E, Rihua Building, No.8,  
Xinfeng 2nd Road, Huli District, 
Xiamen, Fujian, 361006                                                            
P.R.CHINA

전화: +86 592 572 0780 
팩스: +86 592 572 0779
food.china@tomra.com 
www.tomra.com/food

귀사 제품의 무료 데모 테스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TOMRA Orbit은 스팀 필링에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특허 기술이 통합된 업계 선도적 스
팀 필러입니다. 독창적 용기 설계와 배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Orbit은 세계 유수의 생산 업체를 위
한 업계 최저의 필링 손실률, 가장 높은 신뢰성 그리고 최적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TOMRA XPT밸브 기술을 사용하는 스팀 공급 및 배출 시스템은 경쟁 기술에 비해 훨씬 낮은 유지
보수와 긴 마모 수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높은 스팀 흐름을 구현합니다.

TOMRA의 공정 자동하는 전체 필링 공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합니다. 센서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 시스템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제어 시스템은 이 정보를 처리하여 최정의 스팀 
시간과 필링 손실을 유지합니다. 고객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읽고 공정 변수를 조
절하고 전체 필링라인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TOMRA Sorting은 세계적으로 수 백 개의 설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스팀 
필링분야 시장의 선두 기업입니다. 3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TOMRA는 
지속적으로 스팀 필링의 기술과 성능을 향상 시켜 왔고 오늘날 세계 프랜치 
프라이의 75%가 TOMRA장비에 의해 가공되고 있으며 많은 주요 식품 
회사들이 TOMRA의 기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
2

TOMRA 스팀 필링 모듈

1  센서 기반 스팀 필러

2  배출 스크루

3  DPS(Dry Peel Separator)

4  세척기/브러셔

5  필 스캐너가 통합된 센서 기반 
선별기

제품 범위: 용량 및 크기

500kg/hr ~ 60,000kg/hr의 7가지 필러 크기와 16가지 용기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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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최소(kg/Hr) 500 1,000 3,000 8,000 15,000 30,000

최대(kg/Hr) 2,500 6,000 10,000 24,000 40,000 60,000

크기

길이(mm) 1,700 1,650 1,650 2,030 3,250 3,420

너비(mm) 2,210 2,945 3,250 3,780 4,700 5,420

높이(mm) 3,290 3,075 3,955 4,510 5,275 7,090

* 용량은 표시용으로 제시되었으며 원하는 요구 사항을 TOM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 스캐너 선별

통합 센서 기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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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기술
• 높은 효율성
• 높은 신뢰성
• 낮은 운영비용
• 낮은 유지보수 비용
• 확장성
• 최저의 손실
• 많은 처리용량
• 더 높은 고객 만족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