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MBUS 
광학 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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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 KO

주의
가시 및 비가시 레이저 광선
- 빔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

최대 Pout = 500 mW

레이저 매질 = 다이오드 또는 솔리드 스테이트

II급 레이저 제품



자유 낙하식 선별기 Nimbus는 다양한 선별 기술의 조합으로 고객이 
원하지 않는 변색,이물질, 변형된 제품 등을 모두 제거하며 갈수록 
높아지는 식품산업의 요구 사항과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 생산을 
원하는 개별 가공 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	 사용자 친화적	–	사용 용이
•	 유지 보수 최소화
•	 자가 학습
•	 캘리브레이션 불필요
•	 많은 처리용량
•	 최적화된 선별
•	 가동 시간,	품질,	처리량 수율 향상
•	 더 높은 고객 만족

작동원리 
공급 쉐이커 또는 호퍼가 제품을 자유낙하 슈트 위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제품이 검사 영역으로 낙하하면 레이저나 카메라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제품이 검사됩니다. 수 밀리초 후에 결함품이 정확하고 강력한 에어 분사를 통해 불량 구역(Rejection Zone)
으로 보내지고 양품은 연속적으로 자유낙하를 계속합니다.

* 정보는 참조용으로 표시되며 실제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점

차세대 자유낙하식 선별 솔루션에는 이물질의 레이저 감지가 가
지는 높은 효율성에 자유 낙하하는 제품의 변색 및 모양을 선별
하는 카메라가 결합됩니다. Nimbus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이물을 선별 할 수도 있습니다. TOMRA의 
특허 기술인 FLUO레이저는 미세한 엽록소 까지 감지하여 정상
제품과 결함 제품 간의 대비를 높입니다. 사용 가능한 다른 레이
저 기술로는 수분이 높은 제품과 다른 물질 간의 대비를 감지하
는 SWIR, Advanced Foreign Materal Detector 및 아프라톡
신 감지를 위한 Detox레이저가 있습니다.

올라운드 탐지능력

크기모델

크기 및 사양*

NIMBUS  640

너비 길이 높이 공급 높이 출력 기압

2200 mm 3500 mm 2450 mm 2200 mm 1ph: 4kVA                                                      87-102 psi 

용도

NIMBUS  1200
2660 mm 4200 mm 2450 mm 2200 mm

(87”) (138”) (96”) (86,4”)

(105”) (165”) (96”) (86,4”)

NIMBUS  1600
3050 mm 5550 mm 2450 mm 2400 mm

(120”) (219”) (96”) (94,2”)

1ph: 4kVA 87-102psi

1ph: 4kVA                                              87-102psi

자체 개발된 BSI 기술은 검사하는 대상의 생물학적 특성을 감지
하고 이를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의 특징에 비교하여 검출 여부
를 결정합니다. 이 BSI 기술이 통합된 Nimbus는 이상적인 품질 
향상 및 이물선별 장비입니다.

기술

3ph: 2,5kVA 6-7bar

3ph: 2,5kVA 6-7bar

3ph: 2,5kVA 6-7b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