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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DVANTAGE™ MegaJet™

Engineered and manufactured by 
PES, Inc., and offered exclusively by 
MP Equipment Company. Size protein 
products with the most user-friendly 
operations available, while drastically 
improving yields and throughputs over 
all current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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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DVANTAGE™ MegaJet™ Water Cutter
THE MEGAJET™ FEATURES THE HIGHEST CAPACITY, MOST ACCURATE, RELIABLE AND 
FLEXIBLE WATER JET TECHNOLOGY I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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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s, Nuggets, Fillets, Fat Trimming and More

NEW!

The groundbreaking technology in this
machine creates the highest-yielding water
cutter in the industry

 Fully-integrated pump     

THE MEGAJET는 신뢰성있고 유연한 Water Jet 기술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정확성을 자랑한다.

Mega jet만의 획기적인 기술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생
산성을 내는 워터 커터를 만들어냈다.

PES, Inc.,에 의해 엔지니어링 되고 생산되어, 
MP Equipment Company에 의해 독점 제공
된다.  
현시대의 모든 다른 처리 방식보다 현저히 증
가한 처리량과 생산량을 자랑하며, 이와 동시
에 사용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쉽게 단백
질 제품들을 정량 처리 할 수 있게 한다.

장점:
• 현존하는 워터 커터 중 가장 높은 생산량 

• 생산 공정의 2개 라인을 아우르는 8 XY   

  Cutters : 고객 개개의 필요에 따라 맞춤  

  배열이 가능함 

• 완전히 통합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고압  

  펌프 

• 최첨단 카메라 시스템 

• 사용자 편의를 배려한 윈도우즈 조작 시 

  스템  

• 사용자 편의를 배려한 듀얼 터치 스크린  

  컨트롤 조작 인터페이스

• 5년 노후 방지 품질 보증 

•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유연하고 빠르게 분리 가능한 고압 호스 

• 빠르고 저렴한 설치  

• 온라인 고장 수리 지원 

• 유지 보수와 생산 경향 도표 작성

조각, 너겟 (덩어리), 살코기, 지방 제거 등  

종합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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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WARRANTY POLICY -

MP Equipment will repair or replace 
any MP manufactured component 
WKDW�IDLOV�GXH�WR�GHIHFW�LQ�PDWHULDO�RU�
ZRUNPDQVKLS�ZLWKLQ�2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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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DVANTAGE™ MegaJet™
Technical Information

MACHINE DIMENSIONS

 Machin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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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SCH. 40, SIZE 3 PIPE, SCH. 80, SIZE 3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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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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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f the 
many other

possible
MegaJet™ cut
applications

MegaJet으로 
가능한 여러  
커팅의 종류  
중 일부

기계 사이즈

주입구 끝

배출구 끝
기계 사양

유틸리티

주입구 길이
배출구 길이
전체 길이
벨트 폭
벨트 속도
XY커터의 갯수

볼티지
최고 기기 암페어 사용
최고 펌프 암페어 사용
전체 전기

커팅 물 사용량
냉각 물 사용량
전체 물 사용량
최소 수압 

공기 필요량

선적부터 24개월 동안 기기 결함이나 기
술 문제로 일어난 부품 문제는 MP 

Equipment가 고치거나 교환한다. 

 

모든 OEM 부품은 각각의 보증서를 따른
다.

사양은 바뀔 수 있음

• 24/7 서비스 

• 부품 부서 

• 프로그램 지원 

• 기술 지원 

• 라인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