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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DVANTAGE™ IntelliJet™ Water Cutter
EXPERIENCE THE ADVANTAGE OF HIGHER YIELD, BETTER PERFORMANCE &
REDUCED COST WITH THE MPADVANTAGE™ INTELLIJET™ WATER CUTTER BY

The MPADVANTAGE™ IntelliJet™ is 
manufactured by PES exclusively for 
MP Equipment Company. It features 
the most accurate, reliable and flexible 
water jet technology in the industry. 
With a reduced price point and cost 
of ownership, you can size protein 
products with the most user-friendly 
operations available and drastically 
improve yields over hand trimming.

Machine Features
• Single point control for Pump and 
 Cutter
• Multiple axis configurations available
• On-board digital troubleshooting 
 camera
• Windows operating system
• Simple camera system
• M & R reporting
• User-friendly operator interface
• Network compatible for reports and 
 settings
• DVD burning for software
• Touch screen for all operations
• Ability to upload production
 schedules and track completion of 
 customer orders from offsite offices
• Ability to draw the shape you want
• Easily cut nuggets, fillets, strips, trim 
 fat or whatever your needs may be

Pump Features
• Rear touchscreen controls
• No external hydraulic plumbing
• Redundant intensifier design
• Integrated dual intensifier pump at 
 machine location
• Central software and controls
• Trending charts for I/O points
• No HP pipe
 to run
• Stainless steel
 design
• Food grade
 hydraulic oil

Infeed Front and Outfeed Back Views

Rear View Pump CabinetStrips, Nuggets, Fillets, Fat Trimming and More

FBS 워터 커터를 장착한 MP Advantage "INTELLIJET"으로, 더 뛰어난 생산량과 성
과, 지출 감소로 인한 이익 창출을 경험 할 수 있다.

MP ADVANTAGE IntelliJet은 PES, Inc.,가 

생산하여 MP Equipment Company가 독점 

제공한다.  

이 기기는 업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있
는, 유연한 워터젯 기술을 자랑한다. 적은 가격
으로, 또 가장 사용자가 편리한 쉬운 조작으로, 

손으로 손질 하는 것 보다 현저히 증가한 처리
량의 단백질 제품을 정량 분배 처리 할 수 있
다.

 

 

• 펌프와 커터를 한곳에서 통제 

• 여러 중심축 배열 가능 

• 디지털 고장 수리 카메라 기기 탑재  

• 윈도우즈 기반 공정 시스템 

• 간단한 카메라 시스템 

•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  

• 사용자 편리한 조작 인터페이스 

• 보고와 세팅을 위한 호환 네트워크  

• 소프트웨어를 위한 DVD 제작 

• 모든 조작 가능한 터치 스크린 

• 생산 스케쥴과 외부 오피스 오더 실적 업로 

  드 가능 

•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 직접 그리기 가능 

•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 너겟, 살코기, 

조각, 지방 제거 등 - 쉽게 커팅 가능

기기 특징

 

• 후방 터치 스크린 컨트롤 

• 외부 수압식 배관 없음 

• 다중 증압 디자인  

• 기계 위치에 있는 통합 듀얼 증압 펌프 

• 중앙 소프트웨어와 컨트롤 

 • I/O 지점의 트렌딩  

  차트 

• HP 파이프 운용 필 

  요 없음 

• 스테인리스 디자인 

• 식품 등급 수압 오 

  일 

펌프 특징

조각, 너겟 (덩어리), 살코기, 지방 제거 등  후방 펌프 캐비넷. 

전방 주입구와 후방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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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 OFFERED - 
• 24/7 Service

• Spare Parts Department
• Application Support
• Technical Support

• Line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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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WARRANTY POLICY -

MP Equipment will repair or replace 

any MP manufactured component 

that fails due to defect in material or 
workmanship within 24 months

from shipment.
All OEM parts covered by individual warranties.

MPADVANTAGE™ IntelliJet™ Water Cutter
Technical Information

UTILITIES

 Voltage 480 Volts 3-Phase AC
 Max Machine Amp Draw 15 Amps
 Max Pump Amp Draw 85 Amps
 Total Electrical 175 Amp Breaker, Approx 100 Amp Draw
 Water Usage Cutting 1 GPM
 Water Usage Cooling 4 GPM (Recovered)
 Water Usage Belt Wash 2 GPM
 Total Water Usage 7 GPM (4 GPM Recovered)
 Minimum Water Pressure 60 PSI

MACHINE SPECIFICATIONS

 Infeed Length 70”
 Outfeed Length 85”
 Overall Length 350”
 Belt Width 16”
 Belt Speed 10 ft/min to 83 ft/min
 Number of XY Cutters Up to 4
 Number of X Cutters Up to 8
 Standard Machine Configuration 4 XY Cutters

Side View

Top View

End View

주입구 길이
배출구 길이
전체 길이
벨트 폭
벨트 속도

XY커터의 갯수
X커터의 갯수

표준 기계 배열

측면도      

단면도      

평면도

• 24/7 서비스 

• 부품 부서 

• 프로그램 지원 

• 기술 지원 

• 라인 검사 

선적부터 24개월 동안 기기 결함이나 기술 

문제로 일어난 부품 문제는 MP 

Equipment가 고치거나 교환한다. 

 

모든 OEM 부품은 각각의 보증서를 따른
다.

볼티지
최고 기기 암페어 사용
최고 펌프 암페어 사용

전체 전기
커팅 물 사용량
냉각 물 사용량

벨트 세척 물 사용량
전체 물 사용량
최소 수압

사양은 바뀔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