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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오비탈 용접(용접기 본체)

<

<

AXXAIR 용접기 본체는 단계별 설계를 통해 초
보자라도 짧은 학습기간 후에 쉽게 프로그램
을 생성 할수있으며 프로그램을 직접 생성하기
를원하는 고급 사용자경우 매우 고급 기능을
사용할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신뢰성과 가용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표준 산업
용 부품을 사용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부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원이 견고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견고한 패키지의 조합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프로젝트
에 이 제품군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듭니다.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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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생산성당사의최신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를통해
사용자친화적이고직관적인방식으로가장고급기
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품질 및 반복성
우리 전원 공급 장치의 유쾌함 중 일부는 프로그램
을 등록하는 혁신적인 방법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용접 헤드의 모델 및 유형, 튜브 직경, 튜브 벽 두께
및 튜브 재질을 포함하는 구성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구성 내에서 구성당 최대 10개의 프로그램
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달 전에 만든 프로그
램이더라도 쉽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
AXXAIR 용접기 본체는 현장에서 휴대하거나
작업장 주변을 이동 용이하지만 전원공급장치
와 함께 가스를 쉽게 이동할수 있도록 별도의
트롤리를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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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헤드의 회전자를 조종하는 전자 장치는 다양
한 모터 유형, CD, 브러시리스, 스테핑 모터뿐만 아
니라 인코더 또는 회전 속도계도 지원하도록 특별
히 설계되어 이러한 전원 공급 장치를 오늘날 시장
에서 가장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원 공급 장치는 대부분의 모터 유형을 제
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 제품뿐만 아니라 사용 가
능한 다른 많은 제품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2핀 «
빠른 맞춤» 커넥터를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제품을 연결
하는 여러 케이블 어댑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통해 고객은 당사의 전원 공급 장치
를 하나의 장치로 사용하여 소유 비용을 줄일 수 있
습니다.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SAXX-200
완벽한 가스 관리

공냉식 또는
수냉식

2개의 개별 가스 라인,
불활성 가스 흐름 관
리의 자유로운 선택

<

<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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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
의헤드와호환:
AMI, 폴리슈드,ESAB,
Orbitech 및 Orbitallum

가스 유량 제어 및 유
량 경보

인터페이스 5.7 컬러
터치 스크린 + WiFI

실제 유량을 화면에 바로
표시

13 개 언어, 스
마트 폰 또는
태블릿으로 원
격 제어
83 가능

데이터 취득
USB 스틱에 마지막
999개 용접 기록

26

통합 WeldReport(
데이터 형식 지정
및 DMOS 형식의
지침 표시)

PPM 센서 임계값을 관
리하고 용접을 시작하기
위해 전원에 전기 펄스
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는 일관되고 적절하게
퍼지된 용접 영역을 보
장합니다.

통합 프린터:
인 쇄 프 로 그 램
파라미터
및 실제파라미터
전면 패널의 USB
포트
옵션
와이어
피더
WIRE

용접 중 PPM 변화 기록

모드
사용시

탈착식 수냉식
도 구 없이 분리 할 수 있 고
본체를 휴대가능하게만
듭니다.
냉각 용
량 700 W,
유량 미
니 알람

USB 스틱당 200개
프로그램(여러 스
틱 사용 가능)
원격 업데이트
가능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SAXX-200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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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인 특성
Duty cycle:
230 V

<

<

110 V

25 %

200 A

35 %

140 A

60 %

140 A

60 %

115 A

100 %

115 A

100 %

100 A

전원 공급 장치: - 접지가 있는 단상 네트워크 - 공
급 전압: 110 ~ 230V +/-15% - 입력 전류 소비 230
V에서 23A 및 110V에서 32A - 주파수: 50/60Hz 공급된 케이블: HO7RN-F 3x2.5 mm² 블랙, 길이 3
m

전원, 물 냉각기 및 운반 손잡이의 인체 공학적 모양
으로 운반이 용이합니다.

지능: - 경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용접이 정상인지 확
인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경보. - 0.1A 단위로 측정된
용접 전압 - 최소 펄스 시간 50ms

보조 커넥터: - 산소농도측정기를통해용접시작
용접 시작시 농도제어로 좀더 고품질의
용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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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는 16A 퓨즈 또는 회로 차단기로 보호되는
소켓에 연결할 CEE7/7 유형의 16A 플러그와 함께
제공됩니다. 최대 조건 또는 국가에 따라 사용을 허
용하려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장비의 명판을
통해 사용 조건(전압 및 전류)에 맞는 소켓과 보호
장치(퓨즈 및/또는 회로 차단기)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가스 공급: - 최대 입구 압력: 5 bar - 최대
유량: 가스 라인당 50 l/min - 입구 커넥터:
M12x100 수 - 출구 커넥터: 암 블랭킹 유니
온 시리즈 20

기술: - 컬러 터치 스크린 5.7'' - 13개 언어 암호 및 사용자 지정 권한이 있는 최대 16명
의 사용자 - 자동 매개변수 계산 및 프로그래
밍을 통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최대 20개 섹터/키의 200개 프로그램

Wi-fi: (옵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통한스마트폰또는태블릿의
화면원격제어범위 : 0- 30m

냉각 커넥터 : SCOOL-700 냉각기 전용 : 작동하려면
SAXX-200에 연결해야합니다 (독립 작동 없음)-최대 압
력 : 5bar-CEI60974-2 표준에 따른 냉각 전력 : 0.7kW

주 의 : 전원은 냉각수 없이 공급됩니다.3리터 냉각수(
SACW-C006)을 주문하려면 "소모품"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 32자/라인 - 프로그램
및실제리얼파라미터 인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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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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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 wall thickness

SAX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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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옵션과 함께 SAXX-200 전원을 주문할 수 있
습니다.

두 번째 가스 라인
이 두 번째 가스 라인을 통해 내부 불활
성 전원에서 제어 및/또는 용접 토치의 이
중 가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 가스절감 용접공정의 안전성

와이어피드:
이옵션에는 와이어 보드와 커넥터가 포
함됩니다. 디스펜서에서 완료 해야합니
다.(액세서리참조). 스텝모드를 사용하고
와이어피드를 현재펄스와 동기화할
가능성이있습니다.

WIFI:
WIFI옵션에는전원에내장된Wi-Fi안테나가포함
됩니다.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또는 태블릿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
다.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
래밍을 포함한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전원의
USB 키에 액세스하여 SAXX에서 데이터
를 보내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
최대20-30M

98

물 냉각기

C

유량 안전 센서가 있는 700W의 냉각 용량을 가
진 도구. 모든 수냉식 기계에 사용하는 것이 필
수적입니다.

SCOOL-700

- 듀티 사이클 증가

B
Description

Orbital TIG
welding
power
source,
200A,
autoline

Product code

Cooled

Gas
line

Second
gas line

Wire
feed

SAXX-200

AIR

x

SAXX-200I

AIR

x

SAXX-200W

AIR

x

SAXX-200DG

AIR

x

SAXX-200IW

AIR

x

SAXX-200DGI

AIR

x

x

SAXX-200DGW

AIR

x

x

x

SAXX-200DGIW

AIR

x

x

x

SCOOL-700

Water cooler
(700W)

Wifi
Net
Antenna weight

A
Dimensions
AxBxC

21 kg
x
x

21 kg
21 kg

x

21 kg
x

x

21 kg

x

21 kg
21 kg

x

모든 수냉식 기계의 사용에 필수적입니다.
위에 나열된 모든 SAXX 모델과 호환 가능

All options must be mounted at AXXAIR.

468 mm
x
249 mm
x
482 mm

21 kg
8 kg

468 mm x
249 mm x
14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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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bevelling & orbital welding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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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l welding (Welding power sources)
AXXAIR 전원 공급 장치 제품군은 사용자 친화적이
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계별 설계를 통
해 초보자라도 짧은 학습 기간 후에 프로그램을 쉽
게 생성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사용자 정의하려
는 고급 사용자는 매우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신뢰성과 가용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표준 산업
용 부품을 사용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부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원이 견고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견고한 패키지의 조합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프로젝트
에 이 제품군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듭니다.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유연성, 생산성
최신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친화
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가장 고급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 및 반복성
우리의 전원 공급 장치의 유쾌함의 일부는 프로그램
을 등록하는 혁신적인 방법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용접 헤드의 모델 및 유형, 튜브 직경, 튜브 벽 두께
및 튜브 재료를 포함하는 구성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구성 내에서 구성당 최대 10개의 프로그램
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달 전에 만든 프로그
램이더라도 쉽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
당사의 전원 공급 장치는 현장에서 휴대하거나 작업
장 주변을 이동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전원 공급 장
치와 함께 가스 실린더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려면 매우 편리한 트롤리를 설계했습니다.

용접 헤드의 회전자를 조종하는 전자 장치는 다양
한 모터 유형, CD, 브러시리스, 스테핑 모터뿐만 아
니라 인코더 또는 회전 속도계도 지원하도록 특별
히 설계되어 이러한 전원 공급 장치를 오늘날 시장
에서 가장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원 공급 장치는 대부분의 모터 유형을 제
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 제품뿐만 아니라 사용 가
능한 다른 많은 제품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2핀 «
빠른 맞춤» 커넥터를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제품을 연결
하는 여러 케이블 어댑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통해 고객은 당사의 전원 공급 장치
를 하나의 장치로 사용하여 소유 비용을 줄일 수 있
습니다.

오비탈 용접 전원에
관한 문의는 주저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우리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
유하고 귀하의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고안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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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SAXX-210
Fully-assured gas
management

Water cooled

2개의 개별 가스 라인,
불활성 가스 흐름 관
리의 자유로운 선택

<

<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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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
의 용접 헤드와 호환:

AMI, Polysoude, ESAB,
Orbitec and Orbitalum

가스 유량 제어 및 유
량 경보

인터페이스 5.7 컬러 터치
스크린 + WiFI(옵션)

실제 유량을 화면에 바
로 표시

13개 언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원
87 가능
격 제어

87
Integral printer:
Printing program and
real parameters

PPM 센서 임계값을 관
리하고 용접을 시작하기
위해 전원에 전기 펄스
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는 일관되고 적절하게
퍼지된 용접 영역을 보
장합니다.

용접 중 PPM 변화 기록

Remove control
display
4 m long cable
USB port on front
panel

Axis
for
added
metal
스텝 모드
사용 가능
성

Data acquisition
USB 스틱에 마지막 999개
용접 기록
통합 WeldReport(데이터 형
식 지정 및 DMOS 형식의
지침 표시)

USB 스틱당 200개 프
로그램(여러 스틱 사
용 가능)
원격 업데이트
가능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SAXX-210

3 mm wall thickness

V2.4 - 10/2019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Technical characteristics:
Duty cycle:
230 V

<

<

110 V

50 %

210 A

60 %

180 A

60 %

127 A.

100 %

160 A

100 %

110 A.

전원 공급 장치: - 접지가 있는 단상 네트워
크 - 공급 전압: 110 ~ 230V +/-15% - 입력
전류 소비 230V에서 25A 및 110V에서 32A 주파수: 50 / 60Hz - 공급된 케이블: HO7RN
-F 3x2.5 mm² 검은색 길이 3m

지능: - 경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용접이 정상인지 확
인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경보. - 0.1A 단위로 측정된
용접 전압 - 최소 펄스 시간 50ms("운영자 역학"을 통
해 수정 가능)

통합 프린터: - 32자/라인 - 프로그램
및 실제 매개변수 인쇄

보조 커넥터: - 산소 측정기(건식 접촉)를
통해 용접 시작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냉각 커넥터: - 최대 압력: 5bar - 표준 CEI
60974-2에 따른 냉각 전력: 1.4kW - 액체
커넥터: 암 블랭킹 유니온 시리즈 21

가스 공급: - 최대 입구 압력: 5 bar - 최대
유량: 가스 라인당 50 l/min - 입구 커넥터:
M12x100 수 - 출구 커넥터: 암 블랭킹 유니
온 시리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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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컬러 터치 스크린 5'' - 13개 언어 - 비밀번호 및
사용자 정의 권한이 있는 최대 16명의 사용자 - 자
동 매개변수 계산 및 프로그래밍 지원을 통한 간단
하고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 최대 20개 섹터/키의
200개 프로그램

주의: 전원은 냉각수 없이 공급됩니다. 3리터 캔(SACW
-C006)을 주문하려면 "소모품"을 참조하십시오.

Wi-fi: (옵션) 애플리케
이션을 통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화면 원
격 제어 범위: 20 ~ 30
m

C

A

B
Product code
SAXX-210
SAXX-210I

Description
Orbital TIG
welding power
source,
210A,
autoline,
Water cooled

Two gas
lines

Wire feed

x

x

Wifi
Antenna

Net weight

Dimensions
AxBxC (in mm)

44 kg

562 x
620 x

x

x

x

All options must be mounted at AXXAIR.

44 kg

545

Fully-assured gas
management

Water cooled

<

SAXX-300

<

Cutting, bevelling & orbital welding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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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
의 용접 헤드와 호환:

AMI, 폴리세이드에서
ESAB, Orbitech 및
Orbitallum

2개의 개별 가스 라인,
불활성 가스 흐름 관
리의 자유로운 선택

가스 유량 제어 및 유
량 경보

인터페이스 5.7 컬러 터
치 스크린 + WiFI(옵션)

실제 유량을 화면
에 바로 표시

13개 언어, 스마트폰 또
는 태블릿으로 원격 제
어 가능

통합 프린터:
인쇄 프로그램 및 실
제 매개변수

AVC/OSC 시스템
과 호환 가능
PPM 센서 임계값을 관
리하고 용접을 시작하기
위해 전원에 전기 펄스
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는 일관되고 적절하게
퍼지된 용접 영역을 보
장합니다.

Records PPM variation
during the weld

제어 디스플레이 4
m 길이 케이블
USB port on front
panel

Axis
for
added
metal
스텝 모드
사용 가능
성

데이터 취득
USB 스틱에 마지막 999개
용접 기록
통합 WeldReport(데이터 형
식 지정 및 DMOS 형식의
지침 표시)

USB 스틱당 200개 프
로그램(여러 스틱 사
용 가능)
원격 업데이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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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bevelling & orbital welding

3 mm wall thickness

V2.4 - 10/2019

IINNOVATIVE
NNOVATIVE ORBITAL SOLUTIONS

기술적 인 특성:
Duty cycle:
400 V
30 %

300 A

60 %

240 A

100 %

210 A

전원 공급 장치: - 접지가 있는 3상 메인 - 공급
전압: 400 V +/-15% - 메인의 최대 전류: 24A
- 주파수: 50/60Hz - 케이블: HO7RN-F 4x2.5
mm² 검정색 길이 3m

가스 공급: - 최대 입구 압력: 5 bar - 최대
유량: 가스 라인당 50 l/min - 입구 커넥터:
M12x100 수 - 출구 커넥터: 암 블랭킹 유니
온 시리즈 20

지능: - 경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용접이 정상인지 확인
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경보. - 0.1A 단위로 측정된 용
접 전압 - 최소 펄스 시간 50ms("운영자 역학"을 통해
수정 가능)

통합 프린터:
- 32자/라인 - 프로그램 및 실제 매개
변수 인쇄

보조 커넥터: - 산소 측정기(건식 접촉)를
통해 용접 시작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기술: - 컬러 터치 스크린 5'' - 13개 언어 - 암호 및
사용자 지정 권한이 있는 최대 16명의 사용자 - 자
동 매개변수 계산 및 프로그래밍 지원을 통한 간단
하고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 최대 20개 섹터/키의
200개 프로그램

냉각 커넥터: - 최대 압력: 5bar - 표준
CEI60974-2에 따른 냉각 전력: 1.4kW 액체 커넥터: 암 블랭킹 유니온 시리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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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원은 냉각수 없
이 공급됩니다. 3리터
캔(SACW-C006)을 주문
하려면 "소모품"을 참조
하십시오.
Wi-fi: (옵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화면 원격 제어, 범위: 20 ~ 30m

Product code
SAXX-300
SAXX-300I
SAXX-300OSC
SAXX-300IOSC

Description
Orbital TIG
power source
300A,
380V,
water cooled

C

B

Two gas
lines

Wire feed

x

x

x

x

x

x

x

x

Wifi
Antenna

AVC/OSC
axis

Net
weight

A
Dimensions
AxBxC (in mm)

44 kg
x

x

44 kg
x

44 kg

x

44 kg

All options must be mounted at AXXAIR.

562 x
620 x
545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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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 용접(용접기 본체)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2017년ORBITAL용접전원SAXX를출시한이후로고객
이«RemoteHMI»응용프로그램(타사응용프로그램)
을사용하기위해WiFi를옵션으로제공했습니다.WiFi
와결합된이응용프로그램덕분에스마트폰,컴퓨터또
는태블릿으로SAXX를원격제어할수있습니다.

Wi-Fi 옵션을 사용하면 전원의 USB 키에 대한 원격 액
세스 덕분에 SAXX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USB 키의 내용에 액세스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경보를 모니터링합니다.
- 수집 파일에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 한 전원에서 SAXX 제품군의 다른 전원으로 구성 및 프로
그램을 교환합니다.

AXXAIR는 고객의 운영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SAXX 전원을
개선한 이유입니다.
차세대 SAXX-200, SAXX-210 및 SAXX-300은 새로운
WiFi 모듈과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더스트리 4.0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어 작업자의 작업을 훨씬 더 효
율적으로 만듭니다.

New WiFi module
외부 안테나가 있는 개선된
WiFi 모듈은 새로운 SAXX
버전인 SAXX-200, 210 및
300에서 제공됩니다.
SAXX-200에서 안테나는 전원 덮개 아래에 숨겨져 있습
니다. SAXX-210 및 3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 증가된
WiFi 작동 거리: 작업 환경에 따라 최대 100m.* - 더 나
은 WiFi 통신: 데이터 전송의 품질 및 안정성.

*SAXX 전원과 원격 제어 도구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Network interface
이제부터는 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을사용하여USB
키에액세스하고SAXX
전원의원격제어도가능합니다.

모든 SAXX 용접 전원은 이제 전원
후면에 이더넷 소켓이 있는 표준
으로 장착됩니다. 카테고리 5 이상
의 S/STP 케이블의 RJ45를 사용하
여 기존 컴퓨터 네트워크에 빠르
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SAXX를 원격으로 작동하려면 «Re-mote HMI» 애
플리케이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은 App Store, Google Play 및 Windows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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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SAXX
스위치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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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가능한 용접을 수행해야 하고 용접 작업의 사이클 시간을 최적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이
고 싶습니까? 새로운 AXXAIR 스위치 박스는 이상적인 응답입니다!

Switchbox를 사용하면 SAXX 시리즈의 오비탈 용접 전원 하나만으로 두 대의 용접기를 사용하고 두 대의 기계
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접해야 하는 부품은 두 기계 중 하나에 배치하고 다른 기계는 용접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부품 준비 및 설정 시간이 최적화됩니다. 용접이 완료되면 다른 기계의 용접을 직접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첫 번째 기계에서 용접된 부품을 제거하고 이 기계에 새 부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버튼 녹색 LED는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전환
은 이 버튼 또는 비활성 기계의 시작 버튼으로 수행됩니다.

두개의용접본체를동시에구입
하지않아도되는상당
한내용
절약
비용 절감

90 직관적이
SAXX 인터페이스를 통한
고 효율적인 사용
LED 표시등은 어떤 기계가 선택되
었는지 나타냅니다.

적응성
- 수동 토치 및 ppm 리더 사
용(SPPM-10)

적합성

- 2개의 가스 라인 사용(SAXX
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다름)

SAXX 전원과 호환되는
모든 용접기 사용 *

- 2개의 기계와 2개의 와
이어 디스펜서 사용(
SAXX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다름)

2개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2개의 다른 기계 사용
가능

각 기계에 두 개의 가스 라인
(SAXX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
라 다름)

연결된 각헤드의 가스유량 조
절휠

SAXX 연결

두번째용접헤드연결

용접헤드연결
두 기계에 공통 U 볼트
* AVC/OSC 시스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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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성: - 전원 공급 장치
110-230V-50-60Hz(3m케이블),

최대1,9A-최대.용접전류: 300A

- SASW-DGW와 SAXX 사이의 케이블 길이: 1,5m - 두 기계에 공통되
는 냉각 회로 - 통합 운반 손잡이

- 케이블 연장 사용 가능(용접기 부속품 참조)

기계와 스위치박스 사이
스위치박스와 SAXX 사이

- SAXX 소프트웨어 버전: V2.40 이상
- 2개의 가스 라인 사용이 SAWS-DGW에 통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ond gas line» 옵션은 SAXX 전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하나 또는 두 개의 기계에 와이어 사용(2개의 와이어 피더 사용 가능):
		
SAXX 전원에서 «Wire feed»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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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AxBxC)

SASW-DGW

Switchbox

13 kg (with cables)

467 x 247 x 385 mm

호환 가능: - SATF(SATF-M, SATF-ND 및 SATF-MI), SATO(SATO-M, SATO-ND 및 SATO-E), SX, SATP, SXMF AMI 모델 8, 9 및 95, Polysoude: UHP, MW 및 MU IV, Orbitalum: Orbiweld 및 Orbiweld S, ESAB: PRB, Orbitec:
OSW

Product Code

Description

SASW-CCO

Switchbox용 커플링 파이프 냉각 회로

냉각 회로가 다른 2대의 기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SAXX-200

✓SAXX-210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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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궤도 용접 헤드(모델 8 또는 9)가 있는 경우 SAXX 전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려면 어댑터 키트가 필요합니다. 이 헤드로 획득한 AMI 전원에 따라 키
트를 선택하십시오.

Product Code
SAFS-ADAMI1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Adapter kit

1.2 kg

l : < 40 cm

다음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 AMI 모델 8 및 9, 처음에 AMI 전원 205, 207, 217 및 217P에 연결됨 AXXAIR의 폐쇄형 헤드 SATF-xxMI 및 SATF-xxMIH

✓SAXX-200

✓SAXX-210

92
32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SAFS-ADAMI2

Adapter kit

1.3 kg

l : < 40 cm

다음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 처음에 AMI 전원 307에 연결된 AMI 모델 8 및 9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SAFS-ADAMI3

Adapter kit

1.3 kg

l : < 40 cm

다음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 처음에 AMI 전원 227, 327 및 415에 연결된 AMI 모델 8 및 9

✓SAXX-200

✓SAXX-210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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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본체(SAXX)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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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브랜드의 오비탈 용접 헤드가 있고 이를 당사의 SAXX 전원과 함께 사용
하려면 아래 적응 키트를 참조하십시오.

Product Code
SAFS-ADORBI1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Adapter kit

1.2 kg

L < 50 cm

다음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 Orbitalum ORBITALWELD 모델 : ORBIWELD38S,ORBIWELD76S 및 ORBIWELD115S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SAFS-ADPOLY1

Adapter kit

0.9 kg

L < 50 cm

다음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93

- MW 폴리소드 모델 (MW40, MW 65, MW115, MW170,
MU IV 38, MU IV 115, UHP250, UHP500, UHP1500)

✓SAXX-200

33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SAFS-ADORBITEC

Adapter kit

0.3 kg

L < 50 cm

다음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 Orbitec 모델: OSW40, OSW80 및 OSW170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SAFS-ADESAB

Adapter kit

0.5 kg

L < 50 cm

다음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 ESAB 모델: PRB17-49, PRB33-90 및 PRB60-170

✓SAXX-200

✓SAXX-210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

<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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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SAFS-AD01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Adaptor

0.411 kg

l : < 35 cm

다음 AXXAIR 용접 헤드를 이전 SASL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SATF-xxNDX - SATF-xxNDHX - SATO-xxE41
- SATO-xxE42 - SATO-xxE43 - SATO-xxE44

✓SASL-xxx
Product Code

SAFS-AD02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Adaptateur

0.48 kg

l : 35 cm

이전 세대의 AXXAIR 용접 헤드를 SAXX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SATF-xxND - SATO-xxE01 및 SATO-xxE02

94
✓SAXX-200

✓SAX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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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Packaging (in cm)

SAMD-NL

Pressure
regulator

1.1kg

16 x 14.5 x 17

압력 조절기 30 l/min 호환 가능:
-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Packaging (in cm)

SAMD-FR

Pressure
regulator

1.1kg

16 x 14.5 x 17

Pressure regulator 30 l / min compatible with:
- 알제리, 앙골라, 프랑스, 그리스, 시리아, 튀니지, 수단, 레바논, 모로
코, 포르투갈, 가봉,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차드, 모리타니, 콩고, 기
니, 말리, 벨기에

✓SAXX-200

✓SAXX-210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

<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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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Packaging (in cm)

SAMD-AL

Pressure
regulator

1.1kg

16 x 14.5 x 17

압력 조절기 30 l/min 호환 가능: - 독일,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스라엘, 스위스, 마케도니아, 몬테
네그로,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한국, 체코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Packaging(in cm)

SAMD-UK

Pressure
regulator

1.1kg

16 x 14.5 x 17

압력 조절기 30 l/min 호환 가능: -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브루
나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홍콩, 인도, 싱가포르, 예멘,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요르단,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리비아. 스리랑카, 말
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영국, 베트남

✓SAXX-200

✓SAX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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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ATDMX-A

TIG Manual torch

2.1kg

22 x 22 x 22

TIG 수동 토치 AIR 냉각: SAXX 전원으로 수동 태킹 및 용접 가능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ATMX-E

TIG Manual torch

2.1kg

22 x 22 x 22

TIG 수동 토치 수냉식: - SAXX 전원으로 수동 태킹 및 용접 가능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ADF2X

Wire dispenser

12 kg

59.7 x 38.4 x 24

SAXX용 와이어 피더, 케이블 외피 최대 5m: SAXX 전원 공급 연결 케이블 및 와이어를 안내하는 테프론 외피와 함께
제공됩니다. - 핸들이 있는 조정 가능한 스프링으로 조정되는 구동 압력
.

✓SAXX-200

✓SAX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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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

<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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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Packaging (in cm)

SACW-CO06

Cooling liquid

3.3kg

15 x 15 x 27

냉각(3l용기).냉각은전원과함께직접제공되지않습니다.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Packaging (in cm)

SIMP-02

Printer rolls

0.7kg

29 x 9.5 x 5

프린터용롤(10개세트)

✓SAX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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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X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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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USBX200

USB stick

0.02kg

6x2x1

SAXX-200용 USB 스틱:
용접 프로그램 및 WeldReport 기록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USB
스틱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in cm)

SUSBX210

USB stick

0.02kg

6x2x1

SAXX-210용 USB 스틱: 용접 프로그램 및 WeldReport 기록용 소프트웨
어가 포함된 USB 스틱

SAXX-200

✓SAXX-210

Cutting, facing & orbital welding

<

<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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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ACG-X200

Trolley

22 kg

117 x 51 x 57

SAXX-200 본체용 트롤리:

- SAXX-200 및 가스 실린더를 최대 10.5m3까지 운송하기 위한 모듈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AGC-300

Trolley

55 kg

83 x 56 x 118

SAXX-210 본체용 트롤리:

- SAXX-210 및 가스 실린더를 최대 10.5m3까지 운반하기 위한 모듈

✓SAXX-210

SAX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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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PPM-10

PPM reader

2 kg

12 x 6 x 15

SAXX전원과호환되는PPM측정기 : - 통합 펌프 - 트리거 임계값 조정 - 상한 및
하한 공차 조정 - SAXX에 연결되어 임계값에 도달할 때만 용접이 트리거되도록
합니다. SPPM-10은 튜빙의 내부 불활성화와 원하는 우수한 착색을 보장합니다.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PPM-C10

Extension cable for SPPM-10

0.5 kg

40 x 59 x 25 cm

SPPM-10용 10미터 연장 케이블(PPM 리더)

✓SAXX-200

✓SAXX-210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cm)

SAFS-G01

Gas splitter pipe

0.2 kg

22 x 22 x 22

가스 스플리터 파이프: - 후면 및 전면 퍼지 가스를 동일한 실린더에 연결합니다.
산업용 가스 실린더용 압력 조절기와 함께 사용합니다.

✓SAXX-200

✓SAX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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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s at your service
AXXAIR FRANCE

V3.1 - 04/2021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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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