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당 900인치 속도(분당 백의 수는 백 크기로 결정

된다)

• 최첨단 부품들과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AutoTouch™ 제어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신뢰성

을 높여주고 사용자 경험을 단순화 한다

• 융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종 광범

위한 로딩 방법들을 수용하고, 자동

인피드, 인라인 임프린트, 각종 백

크기 작업이 가능하다

• 고급 실링 시스템은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공기 밀폐된 백

밀봉을 가능케 한다

• 일일 워시다운 절차에 대비한

내부식성, 스텐인레스강 구조

• 캐스터가 장착되어 쉽게 이동

• 시스템 일치된 백은 재밀폐 가능

지퍼, 재밀봉 가능 플랩, 보강된 헤더, 
개봉 확인형 천공 등 특별 장치 제공

FAS SPrint Revolution™ 배깅 시스템은 일일 워시다운 절차가 요

구되는 고수준 포장 작업 환경에 새로운 기준의 속도와 융통성

을 가져다 줍니다. 분당 900인치의 속도의 이 최첨단 포장 시스

템은 백 포장의 유통성, 기능성, 그리고 신뢰성에서 최고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생산력이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FAS SPrint

Revolution은 즉시 로딩이 될 사전 오픈된 백들의 컨베이어가 있

습니다.  너비 60인치의 로드 구역은 6인치 개구부가 있고, 수직

으로 젖히기 때문에 보수 유지와 위생관리가 쉽습니다. 획기적인 적응적 모션 실 플래트너는 밴드 실링

시스템과 통합되어 고품질, 공기 밀폐된, 3/8인치 배그 밀봉을 해줍니다.  시스템은 연속적, 간헐적, 또
는 배치 모드로 작동하고 사전 설정된 범위로 또는 발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사이클됩니다. 매우

융통성 있게 설계된 이 기계는 한 명 이상의 작업자들 또는 인피드가 가능하며 여러 종류와 제품과 백

사이즈를 처리합니다.
통합된Allen-Bradley® 제어 패키지는 Kinetix® Servo 모터와 드라이브, CompactLogix™ L45 PLC가 장

착되고, 큼직한 10" PanelView™ Plus HMI로 손쉬운 작동, 간편한 보수유지, 통합, 전체적인 시스템 신뢰

성을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부품들의 프로그래밍은 간단한 한 개의 플래시 카드로 가능합니다.
AutoTouch™ 제어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생산력 데이터를 보여주고 저장된 작업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

록 해주며, 작업 불러오기와 온보도 시스템 진단을 가능케 합니다.
정품 SidePouch® 백들은 최적의 성능을 위하여 시스템 일치가 되었으며, 재밀폐 가능 지퍼, 재밀봉

가능 플랩, 보강된 헤더, 개봉 확인형 천공 등 각종 높은 부가가치 기능들이 탑재되었습니다. 백은 사전

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많이 드려 기계를 개조할 필요가 없습

니다. SidePouch 백들은 각종 재료에 10가지 색깔로 고해상도 그래픽, 텍스트, 바코드 사전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하고, 수려하며 경쟁력 있는 포장이 가능합니다.

FAS SPrint Revolution™— 식품 포장에서 획기적인

융통성, 성능, 생산성

사용자 혜택 



• 냉동 및 IQF 식품들

• 육류, 가금류, 어류, 고기 부산물

• 신선한 청과물, 과일 및 채소

• 신선한 그리고 드라이 파스타

• 신선한 그리고 냉동 스낵 식품

• 애완동물 사료

기울어지는 로드 구역은

인피드 구성을 한 개 이상

할 수 있으며 일일 워시다

운을 단순화 한다

고품질, 보기 좋은, 공기 밀

폐 실을 위한 밴드 실러와

적응적 모션 실 플래트너

첨단 제어장치 및 사용하기

쉬운 AutoTouch™ 제어 소프

트웨어는 시스템 신뢰성과

사용 용이성을 높여준다

• 조정 가능한 60" 로드 구역은 다수의 인피드 구성을

수용

• 적응적 모션 실 플래트너와 밴드 실러는 균일한 고

수준 실을 가능케 함

• AutoTouch™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사용자는

시스템 진단에 접속과 함께 작업 셋업과 저장에 쉽

게 접속

• 온보드 메모리는 작업을 25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쉽게 불러올 수 있음

• 통합된 Allen-Bradley® 제어 패키지로 높은 신뢰성

• NEMA 4X 엔클로저는 워시다운 환경에서 작업 안전

제공

• 캐스터가 장착되어 전 시스템을 쉽게 이동

• AutoThread™ 장치는 백 전환을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

• 발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인덱싱

중량: 1134 lbs. (514 kg)

전기: 110/230 VAC; 50/60 Hz; 12/6 Amps

에어피드: 청정, 건조 공기의 5 CFM/80 psi

제품 개구부: 최고 6인치

크기:

• 워시다운 호환 인라인 임프린터

• 제품 로드 테이블

• 제품 지지 컨베이어

• 백 수축기

• 질소 플러시 타이-인

• 추가 작업자 발 스위치 (2개까지)
• 포지티브 엔트리 덩크 퍼넬

• 예비 부품 킷

• 맞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설계 및 기술 지원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생

산력을 높이기 위한 각

종 구성 옵션들이 있음

길이 148인치 x 깊이 47인치
(376 cm x 119 cm)

(인라인 임프린터와 지지 컨베이어 옵션을 부착할 경우 길이 177 in. / 4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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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량 용량: 최고 15파운드

(지지 컨베이어를 사용할 때)

백 두께: 1.32에서 4.0 mil

백 사이즈: W 2 에서 20 in.   L 3 에서 18.75 in.

승인: USDA 승인;

AIB “Superior” 등급

백 제조 시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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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63인치
(160 cm)

기계적 특징흔히 사용하는 용도표준 기능

옵션

기술 사양

m a t e r i a l s s e r v i c em a c h i n e s

s y s t e m s a d v a n t a g e

® 또는 ™ 기호는 Automated Packaging Systems, Inc.가 상표권을 미국에서 등록했거나, 또는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기호들은 타 국가에도 등록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관습법에 따른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

www.autobag.co.kr 

© 2014 Automated Packaging Systems
특징, 옵션, 기술 사양은 변동될 수 있음.

Automated Packaging Systems
Southeast Asia
타이랜드 방콕

476/5 파타나칸53 수안루앙

(우)10250
전화: (+66) 2321-1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