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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라의 조직 현황
현재 인류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기반한 순환 경제가 아니라 단순 소비로 끝나
버리는 경제 활동을 통해 현재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빠르게 소모해
버리고 있습니다.
톰라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순환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4,000명 이상의 톰라 전문가들이 센서 기반 선별 기술을 통한
최적화된 자원 회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톰라는 자원순환
관련 각종 국제 조직 활동 및 고객과의 동반 연구개발 활동과
자체 개발된 전문 기술을 통하여 자원재활용 산업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의 재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각국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 톰라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원순환 경제의 관점에서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을 지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000
명의 임직원수
>100
판매 국가
>60%
시장
점유율

톰라는 자원 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고객과 함께 혁신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톰라의 전문가와, 제품, 그리고
고객 서비스는 자원순환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가치를 창출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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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선도한 50년
TOMRA Sorting Recycling 위치
대리점

50 년 이상
풍부한 경험

6000대 이상
전세계 장비 대수

1972년 설립 이래, 톰라는 센서 기반 선별 기술의 선도자로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최적화를 통하여 기술 자산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선별 기술에 대한 수요는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6,000대 이상의 톰라
광학선별기가 재활용 분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실적입니다. 톰라의 전문 기술과 장비는
전세계 각지의 선도 재활용 업체들이 최고의 자원 회수 설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9년간 연 평균 19%의 성장을 통하여, 톰라는 선도
기술에 더욱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재무적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더욱
더 강력한 재활용율을 의무하는 각국의 제도,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더욱 뛰어난 품질을 향한 노력과 함께 톰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톰라는 지난 50년간의 혁신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며, 톰라의
선진적인 기술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활용 시장에서 더욱
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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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BEAM®
그동안 높은 효율성으로 선별 현장에서 이미
그 우수성이 검증된 톰라의 FLYING BEAM®
기술은 스캐너 박스안에 위치한 통합된 광원
사용으로 컨베이어 벨트 전체에 균일한 광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안정적인 선별 결과를 도출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전력 소모의 70%가 절감 가능하며,
FLYING BEAM® 기술의 혁신적인 포인트 스캐닝
원리를 바탕으로 컨베이에 벨트 전체의 물질에
대한 동시 식별이 가능합니다. 광원과 센서 반응
상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며, 장비 작동
상태의 실시간 정보가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GAIN
톰라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인 GAIN은
AUTOSORT에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미래를
고객의 재활용 시설로 데려올 수 있는 추가 옵션
기술입니다. GAIN은 뉴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 선별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선별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수행하여
고객이 원하는 선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찾아 냅니다. GAIN
기술은 선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그
선별 결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SHARP EYE
SHARP EYE는 컨베이어 벨트상의 인식 지점에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광원을 투과하고 인식하여,
물질 고유의 아주 미세한 화학적, 분자적
차이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고강도 광원과 포인트 스캐닝 시스템, 그리고
AUTOSORT 장비의FLYING BEAM®기술의
강력한 조합과 함께, SHARP EYE 기술은 특히
페트병과 판페트 선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혼합 플라스틱에서 보다 많은
단일 플라스틱 재질의 선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복잡한 투입 물질 조건하에서도, 95%
이상의 선별 효율을 이끌어 냅니다.
TOMRA Insight
복잡한 혼합 물질을 각각의 개별 자원으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스템이 각각 고도로
최적화되어 가동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톰라의 새로운 웹 기반 플렛폼 솔루션, TOMRA
Insight는 고객의 공장에서 운영중인 프로세싱
데이터를 서로 시스템에 연결하여 각각의
광학선별 시스템이 전체 공정의 생산 최적화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원합니다. 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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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선별기들은 서로 안전한 보안 시스템에
의해 연결되어, 선별작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수집되며, 이를 통하여
신속한 공정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은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DUAL PROCESSING TECHNOLOGY
톰라의 Dual Processing 기술은 물체(Object)
및 위치(Area) 기반 프로세싱 방식을 결합하여
더욱더 정밀한 선별 프로그램 및 선별 작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일 물체의 형상과 크기
정보에 기반한 물체 정보 처리 기술은 특히
복합 재질의 선별에 도움을 주며, 한편 위치
정보 처리 기술은 컨베이어 상에 위치하는
물질의 픽셀에 따라 선별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핵심 프로세싱
방식이 서로 조합된 Dual Processing 기술은
선별 작업에 따라 각각 혹은 동시에 사용되어,
복합 재질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의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일정한 선별 결과를 보다
많은 처리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SUPPIXX®
톰라의 SUPPIXX®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하여 8배 더 높은 해상도와, 기계적, 전기적
영향으로 발생되는 이미지 노이즈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세한 입자의
물체까지도 매우 정밀하게 인식하고 선별
가능하여, 높은 생산량과 최고의 선별 순도를
동시에 달성 가능합니다.
LASER OBJECT DETECTION
톰라의 LASER OBJECT DETECTION(LOD)
은 기존의 일반적인 NIR 스캐너로는 식별할
수 없었던 검은색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의
물체까지도 인식 가능한 최신 기술입니다. 즉
이제 NIR 스캐너와 LOD 센서를 결합하여
기존의 물질 선별 공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과 비교할 때, 톰라의 차별화된 LASER
OBJECT DETECTION 기술은 다양한 선별
분야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낮은 에너지
소비 방식으로 보다 높은 선별 품질 결과를
보장합니다. 특히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AUTOSORT와 FINDER 시스템에 손쉽게 추가
적용하여, 적은 투자 비용으로 보다 다양한
범위의 선별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FLUID COOL®
본
기술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광원을 통하여
최고의
선별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톰라의
듀얼-센서 기술 시스템과
결합된
FLUID
COOL®
기술은 극도로 높은 색상
인식 및 선별 성능을
지원하여, 가장 높은 순도의
단일 물질을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한 물질 선별에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DEEP LAISER®
DEEP LAISER 는 3D 물체
식별 기술과 인공 지능
선별 작업에 특화된 차세대
기술입니다. DEEP LAISER
는 톰라의 Laser Object
Detection 기술이 진일보한
솔루션으로서, 톰라 광학
선별기와 결합되어 한차원 더
진보하고 정밀한 물질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추가되는 더 많은 물질
정보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선별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고
정확한 선별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750대 이상
년간 생산
장비

톰라의 기술 개발
광학 선별 기술의 핵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바로 ‘
혁신’ 일 것입니다. 톰라는 재활용 시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경험과,
우월한 기술력, 그리고 더 깨끗한 환경을 향한 열망을 더 훌륭한 선별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습니다. MülheimKärlich (독일), 그리고 Bratislava (슬로바키아)에 소재한 두 곳의
생산 시설에서, 톰라는 연간 750대 이상의 선별시스템과 이를 위한
핵심 기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톰라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가들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톰라는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활용 산업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체 제조
기반 시설을 통하여 톰라는 관련 산업의 모든 과제에 대한 맞춤화된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톰라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모든
장비는 최고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재활용
산업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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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
은 2010년 대비 2025년에는
70% 증가할 것이다.

폐기물 시장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제조 단계부터 재사용을 위한 디자
인이 고려된다면, 플라스틱 용기 폐
기물의 20%는 효율적으로 재사용
이 가능하고, 50%는 수익성 있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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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중한 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전례 없이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내 전 지구적인 폐기물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문제의
원인임과 동시에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이기도 합니다.
톰라가 모든 폐기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든지, 그로부터 자원을 회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광학선별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폐기물 위기를 해결하는데 공헌할 것입니다.

11

AUTOSORT

주요 적용 분야
포장 용기류
플라스틱 수지류, 종이팩, 폐지류, 카드
보드, 유리
도시형 생활 폐기물
플라스틱 수지류, 혼합 폐지, 카드보
드, 금속
플라스틱류
PET, PP, PVC, PS, LDPE, LLDPE, HDPE, 병과
Tray, 합성 대 단일 폴리머, 사출 혹은
블로우 성형 품질, 페트병 vs 판페트

건설 폐기물
석재류, 목재, 플라스틱, 금속
음식 폐기물
무기성 물질, 유기성 물질, 불순물

한층 진보된 FLYING BEAM 기술

DEEP LEARNING TECHNOLOGY 장착

소형 입자 선별을 위한 확장된 해상도

폐기물 고형 연료(RDF)
일정한 발열량 및 낮은 염소 성 분을
얻기 위한 선별

신제품

대형 폐기물
목재, 종이류, 카드보드, 플라스틱

종이
카드보드, 탈묵 용지, 혼합 폐지

목재
목재, 목질계, ASR 목재

상업 및 산업 폐기물
플라스틱 수지류, 폐지, 카드보드

폐전기전자제품 - WEEE
PCB, 구리전선, WEEE 플라스틱
PE 실리콘 카트리지 vs PE-HD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전세계에서는 20억 톤의
도시형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설명

적용 기술

가장 최근의 AUTOSORT 차세대 장비는 톰라의 선두적인 기능과 최신
기술을 한 장비에 통합하여 집약하였습니다. AUTOSORT 5 장비는
보다 탄탄하고 유연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현재 가동중인 폐기물 재활용
라인에 손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미 성능이 입증된 톰라의 FLYING
BEAM® 기술을 장착한 AUTOSORT 5는 한층 강화된 광학 정보를
활용하여 고도의 선별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FLYING BEAM®
SHARP EYE
GAIN (옵션사양)
DEEP LAISER® (옵션사양)

장비 데이터
1000
너비		

1400
너비		

1,800mm

2800
2,800mm 너비		

3,600mm

벨트 길이

5,000mm 벨트 길이

5,000mm 벨트 길이

5,000mm 벨트 길이

5,000mm

전체 길이

7,400mm

전체 길이

7,400mm

전체 길이

7,400mm 전체 길이

7,400mm

하중*		

190kg

하중*		

215kg

하중*		

270kg

하중*		

300kg

소비 전력

1.5kW**

소비 전력

1.6kW**

소비 전력

1.7kW**

소비 전력

1.9kW**

1,800mm

밸브
노즐 간격
TS100/TS200/TS400/TS1500 4mm/12.5mm/25mm/6.25mm

기대 효과

2000
너비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AUTOSORT 구성품만의 소비 전력

QR CODE TO SCAN

미래의 시장 변화에 먼저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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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ORT CYBOT

주요 적용 분야
AUTOSORT장비로 선별된 선별 흐름
의 추가 선별을 위한 로봇 배치

다중센서 시스템

포장용기류
플라스틱 수지류, 종이팩, 카드보드

Modular construction

한층 진보된 FLYING BEAM 기술

플라스틱 수지류
PET, PP, PVC, PS, LDPE, LLDPE, HDPE, 트레
이, 병, 합성 대 단일 폴리머, 사출 혹
은 블로우 성형 품질

COMING
SOON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전세계
폐기물의 발생량이 2050년에는
70% 증가하여 34억톤까지 증가
할 것입니다.

설명

적용 기술

재활용 산업의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톰라의 AUTOSORT CYBOT
장비는 네가지 핵심 기술을 한번에 통합한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된
폐기물 선별 로봇입니다. AUTOSORT CYBO은AUTOSORT 장비와
함께 장착된 로봇팔의 원활한 상호 작용에 기반하여, 즉 물질의 다양한
속성을 센서를 이용하여 인식하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로봇팔로 물체를
집어내어 원하는 위치로 물질을 선별합니다. AUTOSORT CYBOT
장비는 4종류의 서로 다른 물질을 선별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선별
정확성과 제품 순도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DEEP LAISER®
FLYING BEAM®
SHARP EYE
SUPPIXX® (옵션사양)

장비 데이터
600
너비

2,403mm

전체 길이

3,947mm

높이

3,485mm

하중*

2,000kg

선별 물질

4+1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효율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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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ORT SPEEDAIR

주요 적용 분야
포장 용기류/ 필름 선별 작업
LDPE
종이
카드보드, 탈묵 용지, 혼합 폐지

자체 순환 에어시스템

고속 컨베이어 벨트 속도 유지

장비내의 물질 축적 및 막힘 위험 감소

신제품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수백만의 바다 생물이 바다
에 버려진 플라스틱 봉지와 기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하여 목숨
을 잃습니다.

설명

적용 기술

가벼운 물질은 고속 컨베이어 벨트 이송 중에 종종 그 위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 정확히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UTOSORT
SPEEDAIR는 두개의 팬을 구동하여 고속으로 가동되는 컨베이어
벨트위의 가벼운 물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공기의 흐름을 생성하여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속으로 가동중인 컨베이어 벨트위의 물질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보다
높은 처리량과 높은 제품 순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LYING BEAM®
SHARP EYE
DEEP LAISER® (옵션사양)

장비 데이터
1000
너비

2,750mm

1400
너비

3,150mm

2000
너비

3,750mm

2800
너비

4,550mm

전체 길이

9,300mm

전체 길이

9,300mm

전체 길이

9,300mm

전체 길이

9,300mm

벨트 길이

6,000mm

벨트 길이

6,000mm

벨트 길이

6,000mm

벨트 길이

6,000mm

높이

2,800mm

높이

2,800mm

높이

2,800mm

높이

2,800mm

하중*

5,200kg

하중*

5,600kg

하중*

6,100kg

하중*

7,600kg

밸브
노즐 간격
TS200/TS400
12.5mm/25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컨베이어 벨트 속도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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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ORT LASER

주요 적용 분야
도시형 생활 폐기물에서 유리 회수
혼합 유리

FLYING BEAM® 기술 적용

투명 플라스틱과 유리 선별 분리 가능

벨트위를 벗어난 스캐닝 프로세스

알고 계셨습니까?
생산과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톰라의 장비를 통해 소중한 자원으로
변환됩니다.

설명

적용 기술

레이저, electromagnetic 그리고 근적외선 센서 기술이 각각 독립적인
백그라운드 시스템으로 통합된 AUTOSORT LASER 장비는 가정
그리고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속, 플라스틱, 도자기, 석재, 세라믹, 유리 등과 같은,
기존의 NIR 센서만으로는 선별이 어려웠던 물질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LYING BEAM®

장비 데이터
1200
너비

2,400mm

1800
너비

3,200mm

전체 길이

2,300mm

전체 길이

2,300mm

높이

2,145mm

높이

2,145mm

하중*

2,810kg

하중*

3,272kg

밸브
TS400

노즐 간격
6.25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톰라의 고유한 선별 솔루션을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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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ORT COLOR

주요 적용 분야
도시형 생활 폐기물에서 유리 회수
혼합 유리

확장형 밸브 블럭

자동 청소 기능

견고한 기계적 디자인

알고 계셨습니까?
한정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규정하여, 영구
히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품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명

적용 기술

AUTOSORT COLOR 장비는 AUTOSORT LASER로 1차 선별된
다양한 색상의 파쇄된 유리 혼합물을 고효율로 추가 선별하여, 95%
이상 순도의 판매 가능한 파쇄 유리 생산품을 보장합니다.

FLUID COOL® LED

장비 데이터
1200
너비		

2,450mm

전체 길이

3,500mm

높이		

2,402mm

하중*		

4,990kg

밸브
TS400

노즐 간격
6.25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고객의 선별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동 중단, 다운 타임 그리고 보수
비용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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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ORT BLACK

주요 적용 분야
폐전자 스크랩 – WEEE
PS / ABS, PC ABS, PC, PVC, PP, PE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

선별 가능 물질 입자 크기: 20 X 20MM

최적화된 열순환 시스템

설명

적용 기술

기존의 근적외선 선별 기술로는 불가능 했던 검은색 플라스틱을 이제
AS BLACK플라스틱 선별기로 인식하고 선별할 수 있습니다. AS
BLACK은 검은색 PE, PP, PET, PS등을 파쇄하지 않고 재질별로 선별
가능합니다. 본 장비는 기존 AUTOSORT기술의 보완점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AS BLACK의
높은 처리량과 강화된 센서 해상도는 고객에게 검정색 플라스틱 회수를
통한 추가 이익을 제공하여 신속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합니다.

MIR TECHNOLOGY

장비 데이터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인간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중 32%가 자연에 버려집
니다.

1200
너비

2,400mm

1800
너비

3,200mm

전체 길이

2,300mm

전체 길이

2,300mm

높이

2,145mm

높이

2,145mm

하중*

2,810kg

하중*

3,272kg

밸브
TS400

노즐 간격
6.25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소중한 검정색 플라스틱을 회수하여 영업 이익을 창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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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ORT FINES

주요 적용 분야
폐전자제품 스크랩 - WEEE
PS, ABS, PC ABS, PPO, PPE, PC, PBT,
PMMA, PP, PE

다양하고 유연한 센서 시스템

FLYING BEAM® 기술 적용

정밀한 에어 토출 시스템

설명

적용 기술

AUTOSORT 제품군의 하나인 AUTOSORT FINES장비는 검증된
FLYING BEAM® 기술과 고속 에어 토출 밸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혼합
물질에서 미세한 입자의 고순도 플라스틱 선별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LYING BEAM® 기술은 외부 광원 램프를 제거하여 먼지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며, 낮은 운영 비용 및 운영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LYING BEAM®

장비 데이터

알고 계셨습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은 국내외 모두에서 그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산업 공급 원료
입니다.

24

1200
너비

2,000mm

1800
너비

2,600mm

2400
너비

3,200mm

밸브
TS200

노즐 간격
6.25 (1:1)

벨트 길이

4,000mm

벨트 길이

4,000mm

벨트 길이

4,000mm

TS400

6.25 (1:1)

전체 길이

6,420mm

전체 길이

6,420mm

전체 길이

6,420mm

하중*

3,990kg

하중*

4,815kg

하중*

6,370kg

소비 전력*

4.3kW

소비 전력*

6.1kW

소비 전력*

7.5kW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소형 입자까지도 선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십시오.

25

AUTOSORT RDF

주요 적용 분야
실시간 분석(Online Analysis)
RDF (발열량, 염소 및 수분 함유
량 분석)

FLYING BEAM® 기술 적용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유럽에서는 약 2,580만톤의 플라
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

적용 기술

AUTOSORT RDF 실시간 분석 시스템은 폐기물 연료의 발열량, 수분
및 염소 함유량 등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최적화된 품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UTOSORT RDF 시스템은 장비의 가동 중에 이러한
주요 데이터를 매우 정확하게 실시간 동안 측정 가능하여, 품질 보증에
대한 위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LYING BEAM®

장비 데이터
600
너비

1,400mm

1000
너비

1,800mm

1400
너비

벨트 길이

5,000mm

벨트 길이

5,000mm 벨트 길이

하중*

135kg

하중*

170kg

하중*

200kg

소비 전력*

1.3kW

소비 전력*

1.5kW

소비 전력*

1.6kW

2,200mm
5,000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소각장에 부합되지 않는 폐기물 연료(RDF)에 대한 위험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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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ORT FLAKE

주요 적용 분야
PET 플레이크
PET 플레이크 불순물 제거
PO 플레이크
PE/PP 플레이크 불순물 제거

Single-point detection (단일점 인식)

최적의 온도 제어 시스템

확장된 센서 해상도

PVC 플레이크(창틀)
PVC 에서 불순물 제거

설명

적용 기술

AUTOSORT FLAKE 시스템은 투입 물질의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색상,
금속, 재질 정보 인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에
동시에 배치된 고유한 광원 센서의 조합을 통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선별이 가능하여, 최적화된 선별 성능을 도출합니다.

FLYING BEAM®

장비 데이터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
는 해양의 물고기들보다 많은 양의 플
라스틱이 소비될 것입니다.

1200
너비

1,900mm

전체 길이

2,000mm

높이

2,300mm

하중*

1,850kg

소비 전력*

10kW

밸브
TS100B

노즐 간격
4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플레이크 선별을 위한 가장 높은 센서 해상도를 통해 최고의 선별
결과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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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SORT FLAKE

주요 적용 분야
PET/ PO 플레이크
PET 그리고 PO 플레이크의 품질 증대
투명 및 불투명 플레이크의 품질 증
대
혼합 색상 플레이크 선별

All-in-one solution

Next level quality

Low initial investment

설명

적용 기술

INNOSORT FLAKE 시스템은 색상 및 물질 정보를 동시에 인식하여
PVC, 금속, 불투명 물질을 정확하게 제거 가능하여, 특히 높은 품질의
PET 플레이크 생산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높은 해상도의 FLYING
BEAM® 기술은 2mm 입자의 폴리머까지 인식 가능하여 다양한 종류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ultra-high-resolution 카메라 및 NIR 센서를
장착한 INNOSORT FLAKE 시스템은 PET 플레이크 손실 비율을 2%
정도로 낮추어 생산량을 최적화하며, 처리 용량은 시간당 6톤 입니다.

FLYING BEAM®

장비 데이터

알고 계셨습니까?
유럽에서는 매년 쓰레기 차량 66,000
대에 해당하는 5십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1000
너비

1,751mm

1500
너비

2,279mm

2000
너비

2,843mm

전체 길이

1,831mm

전체 길이

1,831mm

전체 길이

1,831mm

높이

2,144mm

높이

2,144mm

높이

2,144mm

하중*

980kg

하중*

1,100kg

하중*

1,300kg

정격 용량* (삼상) 2.2kVA

정격 용량* (삼상) 3.5kVA

정격 용량* (삼상) 4.7kVA

정격 용량* (단상) 3.0kVA

정격 용량* (단상) 5.0kVA

정격 용량* (단상) 5.1kVA

밸브
TS120

노즐 간격
4.75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재질 및 색상을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본사의 시스템은, 다른 복잡한
단계의 PET 선별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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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3%의 알루미늄 스크
랩만이 재활용될 수 없다.

생산된 75%의 알루미늄만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금속 선별 분야
소중한 모든 종류의 금속 자원의 보전에 대한 해답
많은 재활용 업체들은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 금속의 품질 요구
수준 그리고 순수한 단일 물질을 선별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전세계 규모가 있는 많은 금속 재활용 시설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선별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높은 품질의 재활용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금속 재활용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속 선별분야 장비
및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속 선별 장비는 보다
높은 순도의 재활용 물질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중한 천연 자원의 소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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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R

주요 적용 분야
ASR (폐자동차 스크랩 잔재물)
금속 물질 회수
폐가전제품 스크랩 - WEEE
PCB, 전선, 알루미늄

다양하고 유연한 센서 시스템

물질 프로세싱 기반 소프트웨어

모듈 디자인

구리 전선 회수
구리 전선 및 와이어 물질
목재
우드칩
소각재 재활용
소각재에서 철 및 비철 금속의 회수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전세계 자동차 재활용 산업에서는
수집된 폐차에서 2천5백만톤 이상의 재
활용 물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설명

적용 기술

FINDER 장비는 투입 물질의 입자 크기 및 복합도에 관계없이 높은
순도의 금속 선별을 이끌어냅니다. FINDER 장비는 특허 등록된 기술을
통해 극도로 정밀하게 금속을 인식하여, 이례적인 높은 생산량과 선별
순도를 보장합니다. 모듈 디자인으로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혼합 폐기물
및 금속 선별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SUPPIXX®
Z-TECT
INTELLIGENT OBJECT
RECOGNITION

장비 데이터
1200
너비

2,000mm

1800
너비

2,600mm

2400
너비

밸브
3,200mm TS400

노즐 간격
6.25 (1:1)

벨트 너비

1,200mm

벨트 너비

1,800mm

벨트 너비

2,400mm TS1500

6.25 (1:2)

벨트 길이

4,000mm

벨트 길이

4,000mm

벨트 길이

4,000mm

전체 길이

6,420mm

전체 길이

6,420mm

전체 길이

6,420mm

높이

2,120mm

높이

2,120mm

높이

2,120mm

하중*

3,800kg

하중*

4,600kg

하중*

6,100kg

소비 전력*

5kW

소비 전력*

5.5kW

소비 전력*

7.5kW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다양한 금속 분야에서 매우 유연하고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FINDER
장비에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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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RACT

주요 적용 분야

X-TR
ACT

NEW

for m

ag n e

!

s iu m

re m o
val

E-SCRAP PACK
난연제질 선별
ORGANIC PACK
유기성/무기성 물질 선별

듀얼 프로세싱(DUAL PROCESSING) 기술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

소형 크기의 혼합비철금속(ZORBA)
선별

WOOD PACK
우드칩에서 이물질 제거
ALUMINUM PACK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과 중금속 분리,
철 및 비철 금속 회수, PCB, 구리전선, 알루미
늄, 중금속과 알루미늄 합금 분리
HIGH POWER PACK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과 중금속 분리,
철 및 비철 금속 회수, PCB, 구리전선, 알루미
늄, 중금속과 알루미늄 합금 분리
FINES PACK
알루미늄에서 중금속 선별
5-40mm

설명

적용 기술

톰라의 듀오 라인과 Multi-Density-Channels 기술을 결합하여
보다 높은 선별 성능을 발휘하는 X-TRACT 장비는 광범위한 금속
선별 분야의 가장 복잡한 혼합 물질까지도 매우 정밀하고 믿을 만한
선별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탑재된 듀얼 프로세싱 기술과 독점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상호 작용은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처리량 및
최상의 품질 선별품을 도출합니다. 새로운 ACT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시간 프로세싱 데이터와 주요 정보는 제공하여 꾸준하게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DUAL PROCESSING
DUOLINE
MULTI-DENSITY CHANNELS

장비 데이터

알고 계셨습니까?
알루미늄은 그 품질과 성질의 변함이 없
이 계속해서 재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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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너비

2,000mm

2400**
너비

밸브
2,600mm TS1500

벨트 너비

1,200mm

벨트 너비

1,800mm

벨트 길이

4,000mm

벨트 길이

4,000mm

전체 길이

6,420mm

전체 길이

6,420mm

높이

2,120mm

높이

2,120mm

하중*

7,400kg

하중*

15,000kg

소비 전력*

9kW

소비 전력*

10kW

노즐 간격
6.25 (1:2)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High Power Pack 만 이용 가능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진보적인 기술의 이용으로 소중한 금속의 손실을 최소 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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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SENSE

주요 적용 분야
폐자동차 스크랩
비합금강, 플라스틱, 유리, 복합 물질
폐가전제품 스크랩 - WEEE
PCB, 구리 전선, 회색 금속, 구리, 황동

최적의 온도 제어 시스템

안정적인 색상 범위

최적화된 운영 비용

비철금속
회색 금속, 구리 황동
혼합 알루미늄 스크랩 (Zorba)
회색 금속, 구리, 황동

설명

적용 기술

COMBISENSE 장비는 다중 파라미터 선별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색상 감지 능력과 함께, 폐자동차, 폐전자전기폐기물 그리고
다양한 금속 폐기물 선별 분야에서 뛰어난 금속 선별이 가능합니다.
선별 시스템으로의 두 단계 입자 선별을 통해, 최대의 단일 재질을 최고
높은 순도로 선별 가능합니다.

FLUID COOL®
DUAL PROCESSING

장비 데이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의 금속캔의 재활용은 천연 자원으
로 생산하는 것에 비해 95% 적은 에너
지 및 물이 소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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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너비

2,480mm

벨트 너비

1,200mm

벨트 길이

3,960mm

전체 길이

5,650mm

높이

1,830mm

하중*

3,770kg

소비 전력*

10kW

밸브
TS1500

노즐 간격
8 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다수의 장비에 투자할 필요 없이, COMBISENSE 장비 한 대의 순차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개별 금속을 순차적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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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SENSE CHUTE

주요 적용 분야
미세 구리 입자
미세 금속 입자
혼합 금속 선별
구리, 황동, 회색 금속

최적의 온도 제어 시스템

안정적인 색상 범위

최적화된 운영 비용

붉은색 금속 선별
구리, 황동

알고 계셨습니까?
구리 재활용은 천연 광석보다 80-90%
적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매년 1천6백
만대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4천만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명

적용 기술

COMBISENSE CHUTE 장비는 다양한 금속 분야에서 복잡하고 다중
변수를 지닌 혼합 물질을 높은 순도의 단일 금속으로 선별합니다.
COMBISENSE CHUTE 장비의 CRGB 카메라는 2mm 입자의
물질까지도 그 색상, 모양 그리고 크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별 분야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각각에
최적화된 탁월한 선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FLUID COOL®
DUAL PROCESSING

장비 데이터
1200
투입구 너비

1,200mm

너비

2,150mm

전체 길이

1,990mm

높이

2,990mm

소비 전력*

5.7kW

밸브
TS100

노즐 간격
4 mm

* 표시된 데이터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정확한 데이터
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QR CODE TO SCAN

COMBISENSE CHUTE 장비 한 대는 다양한 선별 작업을 위하여 다수의 선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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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활동 –
미래의 비즈니스 방향 설계
변화와 개발이 시장 선도 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달성하는
숙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한발 앞서 생각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며, 또한 재활용 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톰라의 연구개발(R&D) 조직은 톰라 사업의 미래를 설정하는 핵심
역활을 수행합니다. 신기술 개발, 혹은 기존 기술의 최적화 등을
과제로 하는 고도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은 불가능한
선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톰라의
모든 장비는 이러한 헌신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서, 미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며, 우리가
계속 업계의 기술 선도자로서 업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톰라가 자체 개발하는 모든 솔루션은 시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기술은 즉시 도입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8%
이상을
R&D에
투자

20% 이상
의 직원이 R&D
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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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OMRA, YOUR
TRUSTED PARTNER
톰라는 기계 그 이상을 공급합니다. 톰라는 고성능 그리고
고효율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하는
귀사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Trust in...
…our experience
톰라는 재활용 산업에서의 지난 5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본
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 our success
톰라는 전세계 최초의 대용량 산업용 NIR(근적외선) 센서
기반 선별 장비를 재활용 선별 분야에서 개발한 책임감을
지니며, 그 어떠한 폐기물에서도 높은 순도의 가치 있는
자원을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 선도 기업임을
자부합니다.
…our values
모든 톰라 구성원은 톰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책임 -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한다.
혁신 –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대면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해결책을 개발한다 .
열정 –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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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라의 테스트 센터
테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 고객의 실제 물질의 포괄적인
테스트
• 상세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
• 테스트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선별 공정 설계
46

톰라 테스트 센터:
독일, 중국, 한국
톰라 파트너사 테스트 센터:
미국, 일본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선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톰라의
목표입니다. 톰라의 테스트 센터에서는, 폐기물 선별 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엔지니어들이 고객의 실제 물질을 위한
포괄적인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습득한
귀중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담보할 처리 공정과 선별
기술이 준비되고 귀사에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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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전세계 서비스
엔지니어

16
전세계 서비스 허브

톰라 전세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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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선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우리 헌신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톰라는 선별 기술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파트너로서, 톰라 최고의 서비스팀이 귀사에
공급된 광학선별기가 최고의 성능으로 항시 가동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톰라는 각각의 고객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톰라는 전세계 총 16개 서비스 지점과 세계 각국에 160명의 서비스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숙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경제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과 최적의 가동 시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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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자문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운용중인 6,000대
이상의 광학선별기를 통하여 습득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선별 작업 요구
사항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연구하고
제공합니다.
성능 테스트
필요한 경우, 고객이 실제로 선별해야 할 투입
물질을 활용하여 톰라의 테스트센터에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를 바탕으로,
귀사의 물질에 대한 최적의 선별 공정을
연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토
센서 기반 선별 시스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수익 산정, 예상되는 주요 이슈 등,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검토하고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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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패키지
톰라는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선별 시스템,
배송, 부품, 그리고 서비스 등 고객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설치와 시운전
경험과 기술을 갖춘 톰라의 전문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엔지니어가
함께 톰라의 선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설치되고 가동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대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담당 인력에 대한 심화된 교육도
제공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톰라의 전세계에 위치한 전문 서비스팀의 방문,
그리고 원격 지원을 통하여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톰라의 세일즈 프로세스
톰라는 도전을 기회로, 복합 폐기물을 고순도 제품으로, 그리고
폐기물을 가치로 바꿉니다 – 이 모든 것을 고객과 함께!
신뢰에 기반한 고객의 파트너로서, 톰라는 고객이 단지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톰라는 선별 라인
투자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운영 후 지속적인 최적화 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고객의 지속적인 성공에
충실하게 동행하겠습니다.

51

www.tomra.com/recycling

Brazil
TOMRA Brasil Ltda
Rua do Rocio, 288 - cj.21
04.552-000 - Vl. Olimpia
São Paulo, Brasil
전화: +55 11 3476 3500
팩스: +55 11 3294 3400
info-brasil@tomrasorting.com

China
TOMRA Sorting Technology Co.,Ltd
1A/E, Rihua Building, No.8,
Xinfeng 2nd Road, Huli District,
361006, Xiamen, Fujian, P.R.C.
전화: +86 592 5720780
팩스: +86 592 5720779
recycling.china@tomra.com

France
TOMRA Sorting Sarl
266 Rue de la Gariguette
34130 Saint-Aunès
France
전화: +33 4 67 56 39 66
tss-info-france@tomra.com

Italy
TOMRA Sorting Srl
Strada Martinella, 74 A/B
43124 Alberi (PR)
Italy
전화: +39 0521 681082
팩스: +39 0521 681085
TSS-info.IT@tomra.com

Japan
TOMRA Sorting K.K.
3-2-5 Magamoto, Minami-ku
Saitama-shi, Saitama
336-0033 Japan
전화: +81 48 711 3135
팩스: +81 48 829 9082
info-japan@tomrasorting.com

한국 법인
톰라소팅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54 캐논프라자 7층
10486
전화: +82 (0)31 938 7171
팩스: +82 (0)31 938 7173
info-korea@tomrasorting.com

Poland
TOMRA Sorting Sp. z o.o.
Ul. Ligocka 103
40-568 Katowice
Poland
전화: +48 32 352 60 93
팩스: +48 32 352 60 94
info-poland@tomrasorting.com

Russia
TOMRA Sorting OOO
123112, Presnenskaya nab. 10, C,
5th floor, office 505
Moscow
Russia
전화: +7 495 970 45 98
info-cis@tomrasorting.com

Spain & Portugal
TOMRA Sorting, SL
C. Arquitecte Gaudí, 45
17480 Roses - Girona
Spain
전화: +34 972 154 373
팩스: +34 972 153 516
info-spain@tomrasorting.com

Turkey
TOMRA SORTING
Dudullu OSB Mah
Ìmes sanayi sitesi
A 101 Sok no 10
Ümraniye/Istanbul
34776 Turkey
전화: +90 216 526 3337
팩스: +90 216 527 3394
TSS-info-turkey@tomra.com

UK & Ireland
TOMRA House
Centurion Way
Meridian
Leicester LE19 1WH
United Kingdom
전화: + 44 116 218 1430
info-uk@tomrasorting.com

United Arab Emirates
TOMRA Sorting DMCC
Mayfair Executive Offices, Floor 37
Jumeirah Business Center 2, JLT
Dubai
United Arab Emirates
전화: +971 4 3745743
info-uae@tomrasorting.com

USA East Coast
TOMRA Sorting Inc.
11121 Carmel Commons Blvd
Suite 155
Charlotte, NC 28226
전화: +1 980 279 5650
recycling.us@tomra.com

USA West Coast
TOMRA Sorting Inc.
875 Embarcadero Drive
West Sacramento
California, 95605, USA
전화: +1 916 827 7812
recycling.us@tomra.com

We print on 100 % recycled paper. TOMRA Sorting’s innovations are helping to produce it.

2020/04 KO

Recycling Headquarters
TOMRA Sorting GmbH
Otto-Hahn-Strasse 2-6
56218 Mülheim-Kärlich
Germany
전화: +49 2630 9652 0
팩스: +49 2630 9652 101
recycling-sorting@tomra.com

1500-051219

톰라소팅은 전세계 폐기물 및 금속 재활용 산업의 선두 업체로서 지속적으로 센서 기반 선별 기술을 선
도하여 왔습니 다.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6,000여 대 이상의 장비 공급 실적으로 축적된 전문 지
식과 탁월한 서비스 지원 능력은, 광범위한 선별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 성능의 선별 결과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