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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AIR Orbital cutting

AXXAIR offers the largest 
orbital cutting range in the 
world !  

적절한 용접을 위해서는 적절한 튜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AXXAIR의 오비탈 커팅 머신에는
 클램핑 중에 튜브, 특히 얇은 벽이 있는 튜브
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동
심 조가 있습니다.

기계 내에서 튜브의 완벽한 위치는 톱이 튜브 
주위를 이동할 때 절단의 직각도와 절단 후 수
직 절단이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당사 절단 기계의 정밀도는 가능한 한 작은 간
격으로 완벽한 튜브 간 정렬을 허용하므로 튜
브를 마주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XXAIR의 궤도 절
단기는 자동 및 궤도 용접에 없어서는 안될 도
구입니다.

직경 5에서 
1100mm까
지 튜브를 절
단하는 11가
지 모델!

우리는 궤도 절단에 대한 수십 년의 오랜 경
험을 공유하고 귀하의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게되어 기쁩니다.

오비탈 커팅 기술
에 관한 문의사항
은 주저하지 마시
고 연락주세요.

유연성, 생산성 AXXAIR 프레임(CC81, CC
121ECO 및 171ECO 제외)은 베벨 및 용접 
용도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품질, 기하학적 정밀도 얇은 벽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에 이상적인 튜브 왜곡 없는 절단(
다중 접촉 동심 클램핑). 절단의 큰 직각도(<
0.25mm) 및 탁월한 표면 조도(거의 버).

휴대성
절단 부착물을 쉽게 제거 할 수있는 AXXAIR의 
절단기는 현장에서 쉽게 운반하거나 작업장 내
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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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AIR has the largest orbital cutting range 
in the world  !

 

 AXXAIR orbital cutting
적절한 용접을 위해서는 적절한 튜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AXXAIR의 오비탈 절단기는 고품
질 절단을 보장합니다. 기계는 튜브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동심 죠를 특
징으로합니다. 기계 내에서 튜브의 완벽한 위치
는 톱이 튜브 주위를 이동할 때 절단의 직각도
와 절단 후 수직 절단이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당사 절단 기계의 정밀도는 가능한 한 작은 간
격으로 완벽한 튜브 간 정렬을 허용하므로 튜
브를 마주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XXAIR의 궤도 절
단기는 자동 및 궤도 용접에 없어서는 안될 도
구입니다.

유연성, 생산성
AXXAIR 프레임은 베벨링 및 오비탈 
용접을 위해 빠르고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품질
튜브 변형이 없는 절단(다중 접촉 동심 클램핑)
은 벽이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에 이상적
입니다. 고품질 기하학적 절단(수직도 <0.25
mm) 및 우수한 표면 품질(거의 버).

휴대성
 톱날 부착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AXXAIR의
 절단기는 현장에서 쉽게 운반하거나 작업장 
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베벨링 및 와이어 
용접 전 두꺼운 튜브를 위한 완벽한 준비.

오비탈 커팅 기술에 관한 문의사항
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우리는 오르비탈 절단에 대한 수십 년의 오랜
 경험을 공유하고 귀하의 요구에 맞는 솔루
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게되어 기쁩니다.

직경 5에서 
1100mm까지 
튜브를 절단하
는 11가지 모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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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 Cutting range
81M - 121ECO - 171ECO

*depending on the type of steel

20년 이상 동안 AXXAIR는 특허받은 동심 클램
핑 설계 및 기타 여러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확
장 가능하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기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절단기 122 - 322의 프레임에는 절단 모터, 베
벨링 모터 또는 TIG 용접 토치가 장착될 수 있
습니다.

당사의 ECO 제품군은 이러한 개념과 다르며 얇
은 벽 튜브 절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계로 베벨 또는 용접할 필요가 없는 고객을 
위해 보다 저렴한 패키지로 CC 122 - 322 제품
군과 동일한 절단 품질을 제공합니다.

얇은 튜브를 위한 절단 솔루션을 찾는 사용자
에게 대응하기 위해 ECO 절단 제품군을 개발
했습니다.

두께가 5mm 미만인 얇은 튜브 전용 기계*

이동이 간편하고 가볍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AXXAIR는 스테인리스 스틸 얇은 벽 튜브 절단
에 대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넓은 속도 범위
와 더 높은 토크 때문에 ECO 제품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Metabo를 선택합니다.

Metabo 전원 장치의 손잡이는 튜브 주위에서 
블레이드를 회전하는 데 쉽고 편리합니다.

당사의 121 및 171ECO 제품군은 CC 제품군과 
동일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직경 설정 및 블레
이드 관통 장치를 공유합니다.

ECO 제품군은 보다 저렴한 패키지로 제공되
지만 업계에서 보다 진보된 CC 제품군을 인
기 있게 만든 대부분의 디자인을 여전히 갖
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ECO 제품군은 절단 전용이므로 자동 
회전 또는 자동 클램핑과 같이 CC 제품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업그레이드 및 액세서리
는 이러한 유형의 절단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자세한 내용, 액세서리 
및 참고 자료는 이 카탈
로그의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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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 - 121ECO -   171ECO

Operator safety 
feature

Opening capacity

81M
ø5 - ø78 mm

0.25 – 3 ’’

121ECO
ø5 - ø121 mm

0.25 – 4.5 ’’

171ECO
ø16 - ø170 mm
0.625 – 6.625 ’’

Easy handling and
transportation

Uptake

Cutting precision
Perpendicular cuts

< 0.25 mm

2 mm

*depending on the type of steel

Continuous use

침투 확인 기능

121ECO +171ECO: 튜
브 낭비 없이 엘보우나 
플랜지를 절단할 수 있
는 이중 블레이드 위치
가 특징입니다.

모터 1300W 기어박
스와 전자식 바리에
이터를 통한 속도 조
절

절단 용량: 최대
 5mm 벽 두께*

     
     

  

최적화된 블레이드 대 죠
 거리

기본 및 추가 스테인리스 
스틸 죠: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의 오염 없음

    

동심원클램핑

튜브 변형 없음

진동 감소
블레이드 수명 증가

베어링이있는꼬임방지케이블. 튜브
주위의회전으로인한손상으로부터전
기케이블을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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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 - 121ECO - 171ECO
Technical features :

Product 
Code

Machine’s jaw opening capacity in mm

Net weight
Dimensions 
(HxLxw in 

mm)With basic jaws With extra jaws 
(included)

120V
1300W

81M11 Ø5 - Ø78 - 15 kg 263 x 346 x 236 

121ECO1 Ø24 - Ø121 Ø5 - Ø108 38 kg 432 x 520 x 297 

 171ECO1 Ø70 - Ø170 Ø16 - Ø118 44 kg 453 x 550 x 307 

230V
1300W

81M21 Ø5 - Ø78 - 15 kg 263 x 346 x 236 

121ECO2 Ø24 - Ø121 Ø5 - Ø108 38 kg 432 x 520 x 297 

171ECO2 Ø70 - Ø170 Ø16 - Ø118 44 kg 453 x 550 x 307 

 

H 

L 
l 

Metabo  동력 장치를 사용하는 ECO  제품군은 
광범위한 블레이드 회전 속도와 스테인리스강 
얇은 벽 튜브 절단에 적합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 1300W: - 기계식 기어박스 및 전기 
속도 가변기 - 50/60 HZ - 단상 모터

81M을 제외한 모든 기계의 절단 
모터는 기계 작동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함께 편리한 운반 케이스
에 담겨 배송됩니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
에 81M 절단 모터와 도구가 장비
의 운송 케이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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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72 - 222 - 322
Cutting quality

Opening capacity

122
ø5 - ø119 mm
0.25’’ - 4.5 ’’

172
ø16 - ø173 mm
0.625’’ – 6.625 ’’

222
ø55 - ø228 mm
2.375’’ – 8.625 ’’

322
ø141 - ø328 mm
5.563’’ – 12.750 ’’

Cutting precision
Perpendicularity of

< 0.25 mm

  
   

Uptake

Global Process

2 mm 
- 16 mm

 

기본 및 추가 스테
인리스 스틸 죠: 스
테인리스 스틸 튜

브의 오염 없음

최적화된 블레이드 대 
죠 거리

1200W 모터 또는 공압
 모터 (필요한 경우)

절단 용량: 최대 

15mm 
  

파이프두께*

손쉬운 취급 및 운송

*강철의 종류에 따라 다름

     
     

  

지속적인 사용

튜브 낭비 없이 엘보우
나 플랜지를 절단할 수 
있는 이중 블레이드 위
치가 특징입니다.

오비탈 베벨 및 용접기
로 변형 가능

모든 회전 부품이 본체
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어되고 연속적인 
절단 속도를 위한 회
전 핸들

칩에 대한 완벽한 
밀봉

동심원 클램핑

튜브 변형 없음

베어링이있는꼬임방지케이블. 튜브
주위의회전으로인한손상으로부터전
기케이블을보호합니다.

진동감소

블레이드수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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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72 - 222- 322

Machine’s jaw opening capacity in mm Dimensions 
(HxLxw in mm)

기본죠 장착시

120V
1200W

fast

motor

122FS19 Ø29 - Ø119 Ø5 - Ø99 44 kg 443 x 541 x 304

172FS19 Ø74 - Ø173 Ø16 - Ø116 51 kg 493 x 566 x 304

222FS19 Ø128 - Ø228 Ø55 - Ø155 59 kg 548 x 594 x 304

322FS19 Ø230 - Ø328 Ø141 - Ø239 71 kg 649 x 644 x 304

230V
1200W

fast 
motor

122FS29 Ø29 - Ø119 Ø5 - Ø99 44 kg 443 x 541 x304

172FS29 Ø74 - Ø173 Ø16 - Ø116 51 kg 493 x 566 x 304

222FS29 Ø128 - Ø228 Ø55 - Ø155 59 kg 548 x 594 x 304

322FS29 Ø230 - Ø328 Ø141 - Ø239 71 kg 649 x 644 x 304

Pneu-
matic 
motor

122PD Ø29 - Ø119 Ø5 - Ø99 44 kg 443 x 541 x304

172PD Ø74 - Ø173 Ø16 - Ø116 51 kg 493 x 566 x 304

222PD Ø128 - Ø228 Ø55 - Ø155 59 kg 548 x 594 x 304

322PD Ø230 - Ø328 Ø141 - Ø239 71 kg 649 x 644 x 304

Technical features:
 

 
 

H 

L 
l 

- 고속 모터:120V  또는  230V,  1200W,  절단  보정기가  있는  전자식  속도  가
변기 EN 28662 표준에 따른 진동 수준: <2.5m/s², 보호 등급: IP 20 회전 속
도(6가지 속도 변형): 95RPM ~ 280RPM

- 공압 모터: 60 ~ 110 rpm, 공기 유량 1500 l/
min at 6 bar.

- 견고성:클램핑  캠에  직접  맞물린  끝이  없는  나
사 덕분에 매우 효율적인 클램핑 시스템.

-손쉬운 유지 관리 및 제어 :
그리스 니플을 사용한 내부 구리스 충진

모든 모터는 필요한 도구를 포함하여 개별 케이스에 제공됩니다.

제품명
기본죠+추가죠장착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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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521-721-1100

No tube deformation

Opening capacity

421
ø212 - ø422 mm

8.625 - 16 ’’

521
ø312 - ø522 mm

 12.75 – 20 ’’

721
ø447 - ø725 mm

18 – 28’’

1100
ø711 - ø1016 mm

 28 – 40 ’’

Cutting precision

Perpendicular cuts
< 0.4 mm

Easy handling and
transportation

12

32 mm

Uptake

*depending on the type of steel

Cutting quality

Continuous use

제어되고 연속적인 
절단 속도를 위한 회
전 핸들

진동
 
감소

 
및

 블레이드
 
수

명
 
연장

최적화된 블레이드 대 
죠 거리

1200W 모터 또는 공압 모터 (
필요한 경우)

절단 능력: 최대 벽 두께 15mm
*

튜브 낭비 없이 엘보우
나 플랜지를 절단할 수 
있는 이중 블레이드 위
치가 특징입니다.

베어링이 있는 비
틀림 방지 케이블
. 튜브 주위의 회
전으로 인한 손상
으로부터 전기 케
이블을 보호합니

다.

기본 및 추가 스테인리스 스
틸 죠: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의 오염 없음

동심원 클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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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21-721-1100

Machine’s jaw opening capacity in mm Dimensions 
(HxLxW in 

mm)기본죠

120V
1200W

low-

speed

 motor

421FS15 Ø350 - Ø422 Ø212 - Ø352 186 kg 802x838x315

521FS15 Ø450 - Ø522 Ø312 - Ø452 223 kg 905x889x315

721FS15 Ø653 -Ø725 Ø447 - Ø654 256 kg 1104x1077x315

230V
1200W

low-

speed 

motor

421FS25 Ø350 - Ø422 Ø212 - Ø352 186 kg 802x838x315

521FS25 Ø450 - Ø522 Ø312 - Ø452 223 kg 905x889x315

721FS25 Ø653 -Ø725 Ø447 - Ø654 256 kg 1104x1077x315

Pneu-
matic 
motor

421PD Ø350 - Ø422 Ø212 - Ø352 186 kg 802x838x315

521PD Ø450 - Ø522 Ø312 - Ø452 223 kg 905x889x315

721PD Ø653 -Ø725 Ø447 - Ø654 256 kg 1104x1077x315

1100

Technical specification:

 

 

저속 모터: 
120V 또는 230V, 1200W, 절단 보정기가 있
는 전자식 속도 가변기

표준  EN  28662에  따른  진동  수준: <2.5m/
s² , 보호  등급: IP  20

30RPM ~ 75RPM의 회전 속도(6가
지 속도 변형)

- 공압 모터: 60 ~ 110 rpm, 공기 흐름 
1500 l/min at 6 bar

모든 모터는 필요한 도구를 포함하여 개별 
케이스로 제공됩니다.

무게

기본죠+추가죠장착시

문의바람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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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Body frame, automatic rotation and electric clamping
Machine’s jaw opening capacity in mm Net 

weight
Dimensions 

(HxLxI in mm)
With basic jaws With extra jaws (included)

122-AU Ø29 - Ø119 Ø5 - Ø99 51 kg 470 x 498 x 359

172-AU Ø74 - Ø173 Ø16 - Ø116 58 kg 520 x 530 x 359

222-AU Ø128 - Ø228 Ø55 - Ø155 66 kg 575 x 575 x 359

322-AU Ø230 - Ø328 Ø141 - Ø239 80 kg 675 x 662 x 359

Caution: Remember to order one or more motors (cutting, beveling or welding torch)
and the consumables needed with the sets listed above.

         
       

         
       

         
        

    
         
    

 
      
         

    
       
           

  

40 cm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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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전기클램핑)

당사의전기클램핑은튜브의준비및/또는용접을위한

이상적인솔루션입니다.

전기클램핑은직경과두께가동일한튜브에반복적이고

일정한힘을가해조이는것을가능하게합니다.

조임력은조정가능하며튜브가변형되거나표시되는것

을방지합니다.

기술적특징

- 24Vdc 브러시리스모터, 모터토크: 34N.m

- 튜브의조임력: 최대 850kg, 15%에서 100%까지조절가능

- 클램핑속도: 86mm/min(직경)

- 전동클램핑은바디프레임및자동회전과함께판매됩니다.

AXXAIR 벤치에고정 다른작업대에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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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UP 250 ml

22

CCLUH 250 ml

81 121ECO 171ECO ✓122 ✓172 ✓222 ✓322 ✓422 ✓521 ✓721 ✓1100

✓81 ✓121ECO ✓171ECO 122 172 222 322 422 521 721 1100

Product 
Code

    
 

     

LS63128 0,5 to 0,9 mm ,02 - ,04” 63 mm 128
LS63100 0,7 to 1,5 mm ,03 - ,06” 63 mm 100
LS6364 1 to 3 mm ,04 - ,12” 63 mm 64
LS6872 1 to 3 mm ,04 - ,12” 68 mm 72
LS6844 2 to 7mm ,08- ,28” 68 mm 44

LS8080 1 to 3 mm ,04 - ,12” 80 mm 80

LS8054 2 to 7 mm ,08- ,28” 80 mm 54

✓81 ✓121ECO ✓171ECO ✓122 ✓172 ✓222 ✓322 ✓422 ✓521 ✓721 ✓1100

고품질 블레이드(HSS + 코발트) 5개 상자로 판매:

- 칩 배출에 있어 톱니 피치 및 디자인은 고품질 절삭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
입니다. AXXAIR는 다양한 절단 응용 분야에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블레이
드 디자인을 생산했습니다.

- 종종 경쟁사의 블레이드보다 선호되는 AXXAIR 블레이드는 대부분의 다른
 궤도 절단기와 호환됩니다.

고성능 오일 윤활제, 5개 팩으로 판매:

- 모든 FS 절단 모터에 권장됨 - 요청 시 
안전 데이터 시트 제공 가능

5개의 윤활제 튜브 팩으로 판매되는 페이스트 윤활
제:

-메타 보 모터에 권장-요청시 안전 데이
터 시트 제공

톱날 관련 소모품

오르비탈 전단 톱날

윤활류

제품코드 용량

용량제품코드

제품이름

제품이름

페이스트 윤활제

톱니갯수톱날외경파이프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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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quality blades (HSS + Cobalt) sold in boxes of 5

Product Code     
 Blade ø Number 

of teeth

LS6844 2 to 7mm 0.08 – 
0.28’’ 68 mm 44

LS8034 5 to 12 mm 0.20 – 0.47’’ 80 mm 34

LS8054 2 to 7 mm 0.08 – 
0.28’’ 80 mm 54

LS9038 5 to 15 mm 0.20 – 0.59’’ 90 mm 38

LCA9028A
(sold individually) 

4 to 15 mm 0.15 – 0.59’’ 90 mm 28

LC300
(sold individually) 30 ° bevelling blade 78 mm 20

LC375
(sold individually) 37.5 ° bevelling blade 78 mm 20

Product Code Description Volume

CCLUH liquid lubricant 250 ml

✓122 ✓172 ✓222 ✓322 ✓422 ✓521 ✓721 ✓1100

✓122 ✓172 ✓222 ✓322 ✓422 ✓521 ✓721 ✓1100

- 칩 배출에 있어 톱니 피치 및 디자인은 고품질 절단을 달성하는 데 필수
적입니다. AXXAIR는 다양한 절단 응용 분야에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블
레이드 디자인을 생산했습니다.

-종종 경쟁사의 블레이드보다 선호되는 AXXAIR 블레이드는 대부분의 다른 
궤도 절단기와 호환됩니다.

- 모든 FS 절단 모터에 권장됨 - 요청 시 
안전 데이터 시트 제공 가능

고성능 오일 윤활제, 5개 팩으로 판매:

톱날관련 소모품

오르비탈 절단 톱날

탄소강 절단 전용 및 FS29/FS19 고속 모터 전용. 
절단은 윤활제 없이 사용해야됩니다.

파이프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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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chine - 3 applications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GA10 - x - xx Bevelling motor kit 5 kg

120V / 230V 카바이드모터는칩실드와절단/조립식용접기의프레임에맞춰진
공작물가이드와함께제공됩니다.:

이모터를사용하고튜브를경사지게하려면하나이상의밀링헤드와카바이드인서트를
주문해야합니다.모든정보및관련제품코드는이카탈로그의오비탈베벨링액세서리및
소모품섹션에나와있습니다.

230V

Product  
Code

Frame

GA10-2-120 122

GA10-2-170 172

GA10-2-220 222

GA10-2-320 322

120V

Product  
Code

Frame

GA10-1-120 122

GA10-1-170 172

GA10-1-220 222

GA10-1-320 322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FS xx / MOPD Cutting motor 5 kg

이중출력(흡입)이있는저속/고속/공압모터:

120V

Product Code Frame 이 모터를 사용하려면 절단하려는 튜브
두께에 적합한 절단 블레이드와 필요한
경우 윤활유를 주문해야 합니다.관련
제품코드와함께필요한모든정보는이
카탈로그의 오비탈 절단 액세서리 및
소모품섹션에나와있습니다.

Low-speed motor: FS15 122

172

222

322

High-speed motor: FS19

230V
Low-speed motor: FS25

High-speed motor: FS29

Pneu-
matic MOPD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SX - KIT x Torch kit
선택한제품에따라

KIT for upgrading a CC/GA to an SX Air / Water / AVC+OSC torch

Cooling Product Code Frame 이 키트를 사용하고 용접을 조립하려면
다음을주문해야합니다.용접하려는튜브에
적합한 AXXAIR 용접 생성기. 관련 제품
코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
카탈로그의 오비탈 용접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AIR SX-2or3KITA
122
172
222
322

Water

SX-2or3KITE

SX-2,3KIT-NAOF
(AVC/OSC)

www.axxair.com

V2 -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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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CCPS21 Support legs 10 kg 103 x 32 x 11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CCSER1 Stand 10 kg 60 x 26 x 10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CCSER2
Stand (with 

chrome steel 
bearings)

11 kg 60 x 26 x 10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Orbital Cutting - Accessories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당사의 지지 다리와 스탠드는 작업장 또는 현
장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서 기계가 안정적임을
 보장하여 절단을 더욱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벼움
- 유연한 취급 
- 사용하기 쉽습니다.

- 빠른 조립 및 분해
 - 높이 조절

높이 조절이 가능한 지지관용 크롬강 베어링이 있는 스탠드:

- 각 절단 후 튜브 공급 용이- 빠른 조립 및 분해 
- 높이 조절

- 빠른 조립 및 분해 - 나사로 높이 조
절

- 뒷면의 보관함 - 최적의
 안정성

높이 조절이 가능한 지지 튜브용 단순 스탠드:

궤도 절단기용 지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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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l Cutting - Accessories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in mm)

SAEX-00   6.3 kg 320 x 261x 193

- 110 V to 230 V         
- even rotation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mm)

SAEX-000   6.3 kg 320 x 261x 193

- 110 V to 230 V         
- even rotation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 easy to use
- precise adjustment

  

새로운 자동 라인 전기 회전:
3.5 컬러 터치 스크린을 통해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절단/베벨링 모터의 소비전력 측정 및 표시

(추가 사항은 SAEX-A02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
용은 카탈로그의 "ORBITAL WELDING" 섹션 참조)

조립식 기계 및 SAXX 발전기가 있는 용접 모드: 전원
 연결 케이블이 추가된 4버튼 디스플레이(시작, 정지,
 왼쪽, 오른쪽)

이 회전은 이전 121, 171, 221, 321, 421, 521 및 
721 모델과 호환됩니다.

이전 SAEP-00/000 회전은 당사의 새로운 122, 
172, 222 및 322 모델에 장착할 수 없습니다.

- 과소비 시 모터 및 사이클 정지 가능

- 모터를 보호하고 작업자가 기계를 보지 못하도
록 합니다. - 모터에 무리가 가는지 여부와 블레
이드가 마모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 직경을 입력하고 이송 속도를 mm/min 단위로 
정확하게 조정합니다.

- 재료 및 사용된 블레이드 유형에 따라 권장되는 
모터 속도 및 이송 속도로 조정 지원

- 빠르고 쉬운 구성 수행 - 절단/베벨링 모터 소
비 표시

-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표시 - 
측정 단위 선택: mm 또는 inch

CC122 ~ 322용 Autoline 전기 인버터:

- 사용하기 쉬움 
 정확한 조정

CC421 ~ 721용 Autoline 전기 인버터:

자동

로테이션

자동

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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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l Cutting - Accessories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CCBSB-X2 Additional support 
bench 38 kg 150 x 95 x 51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mm)

CCBSB-B005 Connecting bar 3 kg 100 x 80 x 402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CCBSB-X1
Bench with 

height 
adjustment

57 kg 184 x 95 x 51

당사의 지지대는 스탠드의 도움 없이 튜브를 
배치하고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이 조
절이 가능한 테이블을 사용하면 지지대에 놓인
 튜브를 절단하기 위해 기계의 높이를 쉽고 정
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튜브 지지 벤치를 사용하면 가장 긴 튜브
를 모든 벤치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브의 길이에 따라 하나 이상
의 추가 벤치를 사용하여 절단기 앞에서 절단 
부분을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롤러
-높이 조절용 핸들 -1.5m 길이

- 최대 하중: 350kg 
- ø 최소 파이프: 5mm 
- ø 최대 파이프: 321mm
 - 기계 121 ~ 321과 호환 가능

추가 튜브 지지대: - 스테인리
스 스틸 롤러 - 길이 1.5m - 최
대 하중 350kg 균일하게 분산
됨

- 최소 튜브 ø: 5 mm - 최대 튜브 ø: 
321 mm - 기계 121 ~ 321과 호환 가
능

- 기계 앞의 벤치에 높낮이 조절 테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BSB-X1 및 CCBSB-X2용 연결 막대:

높이 조절 지지대,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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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l Cutting - Accessories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CCBSB2-003 Height-adjustable table 53.5 kg 75 x 73 x 54 mm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CCBSB2-004 Tube support bench 72.8 kg 97 x 71 x 150 mm

Tube support bench for 422 / 521 / 721:

- quick assembly and dismantling         
- height adjustment
- 1.5 m long
- optimum stability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CCBSB2-005 Connecting bar 6.5 kg  8.5 x 4 x 65 mm

Connecting bar between two CCBSB2 support benches:

- quick assembly and dismantling
- ensures optimum stability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These products are available on request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당사의 지지대는 스탠드의 도움 없이 튜브를 
배치하고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이 조
절이 가능한 테이블을 사용하면 지지대에 놓인
 튜브를 절단하기 위해 기계의 높이를 쉽고 정
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튜브 지지 벤치를 사용하면 가장 긴 튜브
를 모든 벤치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브의 길이에 따라 하나 이상
의 추가 벤치를 사용하여 절단기 앞에서 절단 
부분을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절 가능한 테이블 높이
-최적의 안정성

422 / 521 / 721용 높이 조절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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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Feed-in
assembly

Feed-out 
assembly

Orbital cutting - Accessories (End stop)

They can be assembled on the feed-in or 
feed-out section of the cutting machine

Ruler

LCD display

CCBB-X1 및 CCBB-X2 벤치 외에도 엔드 스톱 시스
템이있는 벤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스톱은 사용
이 매우 간단하고 모든 측정 오류를 방지합니다.

튜브 오염 없음: 튜브와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스테
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집니다(롤러뿐만 아니라 스톱
 핑거도 포함).

개폐식 스톱: 절단물의 배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스톱은 수동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길이:

1500 - 3000 - 4500 - 6000 - 7500 및 9000mm

- 작동 스트로크: 길이 
- 200mm - 조립을 위해 1500mm의 모듈로 제공 - 
모듈당 최대 하중: 350kg(고르게 분포됨)
 - 정지 시 최대 푸시: 10kg
- 작동 온도: 0 - 50°C
 - 상대 습도: 35 - 85%

계산 방향, 소수점 위치, 측정 단위(mm 또는 인치), 측
정의 재설정/사전 설정, 절대/상대 치수 선택 가능성.

- 배터리 전원. 약 4 년의 수명. 배터리 교체가 필요
한 경우 방전된 배터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값 및
 구성 매개변수의 손실 없이 교체가 쉽게 수행됩니
다.

- 분해능 0.1mm

눈금자 또는 LCD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해능 1.0mm

- 돋보기 장착

- mm 단위의
 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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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out assembly

Assembly Reader Length (in mm) Working stroke (in mm) Product code Net weight

on the

feed-out

section 
of the 

cutting 
line

Ruler

1500 1300 CCBSB-AV-R-15 46 kg

3000 2800 CCBSB-AV-R-30 85 kg

4500 4300 CCBSB-AV-R-45 124 kg

6000 5800 CCBSB-AV-R-60 163 kg

7500 7300 CCBSB-AV-R-75 201 kg

9000 8800 CCBSB-AV-R-90 240 kg

LCD 
display

1500 1300 CCBSB-AV-D-15 46 kg
3000 2800 CCBSB-AV-D-30 85 kg

4500 4300 CCBSB-AV-D-45 124 kg

6000 5800 CCBSB-AV-D-60 163 kg

7500 7300 CCBSB-AV-D-75 201 kg

9000 8800 CCBSB-AV-D-90 240 kg

✓122 ✓172 ✓222 ✓322 421 521 721 1100

Orbital cutting - Accessories (End stop)

부품은 1.5m 모듈당 운송 상자에 조립되지 않은 채 배송
됩니다. 조립, 정렬 및 지면에 고정해야 합니다. 마그네틱 
룰러(LDC 디스플레이 포함) 또는 자는 어셈블리 끝에 접
착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함께 제공됩니다: CCBSB-X2 지원 벤치 모듈, 시작 엔드 스톱 모듈 및 그 확장, 
CCBSB-B005 연결 막대.

주의: AV(피드아웃 섹션에 엔드 스톱이 있는 벤치)가 있는 모든 참조의 경우 절단기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하나의 CCBSB-X1 벤치(높이 조절 가능한 지지대)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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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동안단일기계프레임(122, 172, 222 
및 322)으로 3가지작업을수행할수
있었습니다.

cutting, bevelling and orbital welding.

1 machine - 3 applications

AXXAIR 그룹은 준비에서 오비탈 용접에
이르기까지 3개의 독점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최초의기업입니다.

the global process

절단 모터,베벨모터
또는 용접토치장착

www.axxair.com

V2 - 10/2017



GLOBAL PROCESS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21

1 machine - 3 applications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GA10 - x - xx Bevelling motor kit 5 kg

120V / 230V 카바이드모터는칩실드와절단/조립식용접기의프레임에맞춰진
공작물가이드와함께제공됩니다.:

이모터를사용하고튜브를경사지게하려면하나이상의밀링헤드와카바이드인서트를
주문해야합니다.모든정보및관련제품코드는이카탈로그의오비탈베벨링액세서리및
소모품섹션에나와있습니다.

230V

Product  
Code

Frame

GA10-2-120 122

GA10-2-170 172

GA10-2-220 222

GA10-2-320 322

120V

Product  
Code

Frame

GA10-1-120 122

GA10-1-170 172

GA10-1-220 222

GA10-1-320 322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FS xx / MOPD Cutting motor 5 kg

이중출력(흡입)이있는저속/고속/공압모터:

120V

Product Code Frame 이 모터를 사용하려면 절단하려는 튜브
두께에 적합한 절단 블레이드와 필요한
경우 윤활유를 주문해야 합니다.관련
제품코드와함께필요한모든정보는이
카탈로그의 오비탈 절단 액세서리 및
소모품섹션에나와있습니다.

Low-speed motor: FS15 122

172

222

322

High-speed motor: FS19

230V
Low-speed motor: FS25

High-speed motor: FS29

Pneu-
matic MOPD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SX - KIT x Torch kit
선택한제품에따라

KIT for upgrading a CC/GA to an SX Air / Water / AVC+OSC torch

Cooling Product Code Frame 이 키트를 사용하고 용접을 조립하려면
다음을주문해야합니다.용접하려는튜브에
적합한 AXXAIR 용접 생성기. 관련 제품
코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
카탈로그의 오비탈 용접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AIR SX-2or3KITA
122
172
222
322

Water

SX-2or3KITE

SX-2,3KIT-NAOF
(AVC/OSC)

www.axxair.com

V2 -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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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s at your service

AXXAIR DEUTSCHLAND

Ostmarkstr,15
76437 RASTATT

Tel : +49 7222 9355 100
info@axxair.de
www.axxair.de

AXXAIR USA, Inc

2201 TX-35 Loop, Suite D
Alvin, TX 77511

Tel : (+1) 281-968-7138
info@axxair.com

www.axxairusa.com

Contact us or visit
 our website

 www.axxair.com 

To find a qualified AXXAIR
partner in your country!

AXXAIR FRANCE 
(Head office)

330B Route de Portes Les Valence 
- ZI Les Bosses - 

26800 Etoile sur Rhône
Tél: +33 475 575 070
Fax: +33 475 575 080

commerce@axxair.com 
www.axxair.com

AXXAIR ASIA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

   (삼정동36-1) 

Tel
 
:
  
032

 
624

 
2870

axxair-asia@axxair.com
www.axxairkorea.com

AXXAIR CHINA

1208, 12F, #D 7001Zhongchun RD, 
Minhang Dist,

 Shanghai, China (201101)
Tel : + 86 21 5429 1891

axxair-shanghai@hanmail.net
www.axxairchina.com

Follow our news

Join us on on social network accounts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102동 1301호

전문 블로그를 통해 궤도 기술에 대한 조언과 전문 지식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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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2동1301호(삼정동36-1 )젂화: 032-624-2870

이메일: axxair-asia@hanmail.net

홈페이지: www.axxai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