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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용접(Microfit 폐쇄형 헤드)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Microfitting 시리즈는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작은
직경의 튜브 및 피팅을 용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 헤드는 클램핑 기능인 카세트에 용접할 부품을
먼저 위치시킬 수 있는 카세트 시스템입니다. 중심
에 올바로 배치되면 용접 헤드가 카세트에서 미끄
러져 전극이 용접될 표면에 올바르게 배치됩니다.
카세트 조합은 용접할 부품의 유형, 예를 들어 튜브
-튜브, 튜브-유니온 엘보, 유니온 엘보-유니온 엘보
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연성, 생산성 생산성은
여전히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AXXAIR
의 카세트는 용접할 다른 부품의 다양한 구
성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용접 헤드는 높
은 듀티 사이클을 제공합니다.

품질 및 반복성
SMMF 제품군을 사용하면 튜브를 왜곡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조임력을 제어하면서 최적의
튜브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
제한된 조건과 위치에서 용접할 수 있도록 기
계의 크기와 무게를 크게 줄였습니다. 매우 유
연하고 저항력이 뛰어난 보호 피복에 들어 있
는 당사의 용접 케이블은 또한 용접 헤드의 조
작을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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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용접 사이클은 헤드의 모터 핸들에 있는 시작
버튼을 통해 직접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냉식 SAXX-200은 SXMF 헤드와 완벽한 조합으로
용접 주기의 모든 단계를 제어합니다. SAXX 전원
섹션에서 모든 SAXX 전원 장점을 참조할 수 있습
니다.

SAXX는 이중 디지털 가스 제어, 매개변수 자동 계
산, 호환되는 경쟁업체 헤드 제어, USB 메모리 스틱
, 용접 데이터 수집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응용 분야가 다양하고 용접 구성이 다양
하므로 귀하의 요구 사항에 대해 주저하
지 말고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우리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귀하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고안해 드리겠습니다!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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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MF-17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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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시작 버튼

공냉식
머리 양쪽에 있는
알루미늄 호스는
머리를 보호하면서
도 더 많은 열을 배
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접 사이클 또
는 TEST 모드 시
작

컴팩트하
고 가벼움

카세트 잠금 레버

무게: 4.5kg(케
이블 포함)

헤드에 놓았을 때
49 안정적
카세트를
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
는 Swagelok 카
세트는 당사에 문
의하십시오.

열 차폐
매우 노출되
어 있는 로
터 주변의
전극을 차폐
합니다.

경사 접촉면이 있는
몸체
카세트가 뜨거
울 때도 쉽게
제거 가능

SAXX 전원과 호
환

Transport
이 헤드는 작
업 현장 케이
스로 배송됩
니다.

Welding range
SXMF-17

ø3 mm - ø17.2 mm
1/8’’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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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SXMF-17

기술적 특징:

듀티 사이클 35%에 대한 최대
용접 전류

70 A

듀티 사이클 50%에 대한 최대
용접 전류

55 A
80 A

최대 용접 전류

<

<

- 케이블 길이: 5미터
- 작동 온도: 32°F ~ 104°F(0°C ~ 40°C)

SXMF-17은 세세트형 오비탈 용접 헤드입니다.
AXXAIR의 전원으로 제어됩니다. 공랭식 SAXX-200
궤도 전원 공급 장치를 권장합니다.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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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MF-17

카세트가 장착된
SXMF-17

SXMF-17 기계는 다양한 튜브 구성(튜
브/튜브 – 튜브/엘보 유니온 – 피팅/피
팅 - …)을 용접할 수 있으며 3개의 카세
트 및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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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코드 및 측면판 구성을 확인
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헤드 SXMF-17은 다음과 함께 제공됩
니다. - 운송 케이스
- 텅스텐을 설정하는 도구
- 텅스텐을 조정하는 도구
- 콜릿을 설정하는 도구
- 사용 설명서
Length of
the cable

Product code

5m

SXMF-17-05

10 m

SXMF-17-10

15 m

SXMF-17-15

Description

Tube welding
machine for:

Diameter
electrode

Microfit closed
welding head

1/8’’ to 5/8’’ mm
ø 3 - ø17.2 mm

0.040»
Ø1.0 mm

Weight

without
cable
1.4 lbs.
(0.6 kg)

Dimensions

See above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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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MF-17용 AXXAIR
사이드 플레이트

카세트는 여러 용접 구성을 제공하며 그에 따
라 결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튜브 튜
브 카세트와 같은 완전한 카세트를 갖게 되지
만 카세트의 다른 구성을 위해서는 중앙 본체
에 대한 좌측 플레이트 및 우측 플레이트 키트
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구성을 위해 매우 우수한 전도성과 단단한
표면 마감을 제공하는 특수 처리가 되어 있습
니다.
AXXAIR에는 3가지 유형의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 모델 «Standard»는 튜브 클램핑에
사용됩니다. - 모델은 «Large»로 피팅 클램핑을
수행합니다. - «Thin» 모델은 12.7mm 직선 길
이 미만의 튜브를 클램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클램핑 대상에 따라 측면 플레이트 중 하나를
조합한 중앙 본체가 항상 필요합니다. 조합은
여러 가지이며 모든 조합에서 중심체는 필수입
니다. 클램핑 레버가 같은 쪽에 있도록 주의해
야 합니다.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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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SXMF-17과 호환되는
Swagelock 카세트를
만들기 위해 AXXAIR
는 Swagelok 카세트
용 어댑터 키트를 설
계했습니다.

정밀한
AXXAIR의 각
카세트 모델에
는 클램핑할 부
품의 특정 특성
에 해당하는 고
유한 조 참조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측면 플레이트를 중앙 본체와 결
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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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측면 플레이트에는 다른 콜릿이 있습니
다.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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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AIR의 모든
클램핑 콜릿은
스테인리스 스틸
로 제작되었습니
다.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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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 wall thickness

V2.4 - 10/2019

표준 카세트 및 플레이트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SXMF17-CA01

표준 카세트 SXMF

Description

Product code

표준 카세트 SXMF Tube-Tube(완성
키트)

SXMF17-CA01

표준 우측 사이드 플레이트

SXMF17-CAG01

SXMF17-CAD01

표준 왼쪽 사이드 플레이트

SXMF17-CAG01

표준 중앙 본체 SXMF
(모든 사이트 플레이트에 공통)

SXMF17-CAM01

마이크로핏 용접을 위한 권장 표준 카
세트 세트. 그 후, 특정 용접을 위해
얇거나 넓은 측판을 주문할 수 있습니
다.

SXMF17-CAD01

52

SXMF17-CA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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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사이트 플레이트용 콜릿
Product code

Ø in
inches

Product code

Ø in mm

SMX17-03.175

1/8

SMX17-03

3.00

SMX17-04.763

3/16

SMX17-04

4.00

SMX17-06.35

1/4

SMX17-05

5.00

SMX17-07.938

5/16

SMX17-06

6.00

SMX17-09.525

3/8

SMX17-08

8.00

SMX17-12.70

1/2

SMX17-09

9.00

SMX17-14.287

9/16

SMX17-10

10.00

SMX17-15.875

5/8

SMX17-11

11.00

SMX17-12

12.00

SMX17-14

14.00

SMX17-15

15.00

SMX17-16

16.00

SMX17-17.2

17.20

이 조(2개로 판매)는 표준 사이트 플레이
트와만 호환됩니다.
튜브의 최소 직선 길이:(17.50mm
)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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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 wall thickness

와이드 사이드 플레이트
(오른쪽/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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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MF용 와이드 사이트 플레이트(오른쪽 및 왼쪽)
Description
와이드 사이드 플레이트

Product code

SXMF17-CADG03

표준 중앙 본체 SXMF
(모든 사이트 플레이트에 공통)

SXMF17-CAM01

다음 피팅을 클램핑하려면 폭이 넓습니다.

넓은 사이즈 플레이트용 튜브 콜릿

용접 조각의 최소 직선 길이:
30.20mm

Product code

Ø in
inches

Product code

Ø in mm

SMX17-LT03.175

1/8

SMX17-LT03

3.00

SMX17-LT06.35

1/4

SMX17-LT06

6.00

SMX17-LT09.525

3/8

SMX17-LT08

SMX17-LT12.70

1/2

53
SMX17-LT10

8.00
10.00

SMX17-LT15.875

5/8

SMX17-LT12

12.00

이 조(2개로 판매)는 넓은 사이트 플레이트와만 호환됩
니다.
넓은 사이트 플레이트용 피팅 콜릿

Product
code

Fitting body
size

SMX17-LRA

1/8 in,
1/4 in
6 mm

SMX17-LRB

SMX17-LRC

3/8 in
8 mm
10 mm
1/2 in
12 mm

Fitting type
Body Union
Elbow
or
Body Union
Tee
or
Body Union
Cross

53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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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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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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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siteplates

Description

왼쪽 얇은
사이드플레이트

오른쪽얇은
사이드
플레이트

Product code

Right thin sideplate

SXMF17-CAD02

Left thin sideplate

SXMF17-CAG02

표준 중앙 본체 SXMF
(모든 측판에 공통)

SXMF17-CAM01

전체 카세트 어셈블리를 주문하거나 맞춤형 구성
을 위해 중앙 본체가 있는 오른쪽 또는 왼쪽 측면
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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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플레이트용 콜렛

Product code

Ø in
inches

Product code

Ø in mm

SMX17-F03.175

1/8

SMX17-F03

3.00

SMX17-F06.35

1/4

SMX17-F06

6.00

SMX17-F09.525

3/8

SMX17-F08

8.00

SMX17-F12.70

1/2

SMX17-F12

12.00

이조(2개로 판매)는 얇은플레이트만 호환됩니다.

튜브의 최소 직선 길이:
(12.70mm)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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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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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 용접(Microfit 헤드) - 액세서리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연장 케이블

Product code

Lenght

Net weight

SAFS-05MAX

5m

7 kg

SAFS-10MAX

10m

14 kg

SXMF-17 기계는 5미터의 케이블과 함께 제공됩니다.

용접 헤드와 SAXX 전원 사이의 작동 거리를 늘리기 위해 케이블 연장
을 제공합니다.
헤드당 하나의 확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Swagelok용 나사 키트

Description

Product code
SXMF17-ADASW

Swagelok 카세트용 어댑터 키트

55

이 키트에는 나사 조임 키(BTR 3/32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5

고정 나사의 조임 토크: 최대 0.5Nm.

오비탈 용접(Microfit 헤드) - 소모품
SXMF17용 일렉트로드

Product code

용접할 튜브의 외경

Electrode
lenght

inches

mm

SCE10-20.0

1/8, 3/16, 1/4

3, 6

20.0mm

SCE10-17.5

5/16, 3/8, 1/2

8, 10, 12

17.5 mm

SCE10-15.0

5/8, 9/16

14, 15, 16, 17.2

15.0mm

- SXMF-17 헤드의 제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전극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10팩당 판매됩니다.

Our teams at your service
AXXAIR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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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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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TSCHLAND
Ostmarkstr,15
76437 RASTATT
Tel : +49 7222 9355 100
info@axxair.de
www.axxair.de

AXXAIR ASIA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
(삼정동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102동 1301호
Tel : 032 624 2870
axxair-asia@axxair.com
www.axxairkorea.com

AXXAIR USA, Inc
2201 TX-35 Loop, Suite D
Alvin, TX 77511
Tel : (+1) 281-968-7138
info@axxair.com
www.axxairus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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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us or visit
our website

www.axxair.com
To find a qualified AXXAIR
partner in your country!

Follow our news
전문 블로그를 통해 궤도 기술에 대한 조언과 전문 지식을
알아보십시오.

Join us on on social network account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2동1301호(삼정동36-1 )젂화: 032-624-2870
이메일: axxair-asia@hanmail.net
홈페이지: www.axxai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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