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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bevelling & orbital welding

3 mm wall thickness

AXXAIR’s orbital bevelling
궤도 용접의 성공은 주로 용접할 부품의 준비에 달
려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 단계 중 용접 공정에 적
합한 양질의 베벨이 필수적입니다.

오비탈 절단 후, 튜브의 면은 완전히 수직이고 버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히 내부(관통)에서 용접
비드의 형상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베벨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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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생산성 구현, 설정/조정 및 베벨
링이 빠르고 쉽습니다. 각 기계의 직경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특정 턱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AXXAIR의 프레임은 궤도
절단 및 용접을 위해 확장 가능합니다.

품질
카바이드 밀링으로 생성된 표면은 깨끗하고 버
가 없으므로 용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프로세스에는 "파이프" 타원화 결함을 고려하는
튜브 외부의 공작물 가이드도 포함됩니다. 이
렇게 하면 전체 원주에서 경사가 더 균일해집니
다.

휴대성
이동이 쉽고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계. 필러 와이어로 용접하기
전에 두꺼운 튜브를 위한 완벽한 준비.

22

두께가 3mm 이상인 경우 단순 용융에는 용접 비드
의 적절한 기하학적 제어를 보장하기에는 너무 중
요한 용융 부피가 포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벨링은 적절한 침투를 달성하기 위해 융합되는
재료의 양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접 비드를 마
무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패스가 필요합니다
(충전 및 마무리). 경사 모양은 사용된 용접 장비에
의해 생성됩니다.

AXXAIR의 독특하고 특허받은 개념
AXXAIR의 오비탈 베벨링 기계는 고속으로 회전하
는 카바이드 밀링 헤드를 사용하여 튜브(오비탈) 주
위에서 한 번의 회전으로 많은 양의 칩을 제거합니
다. 이 특허 받은 공정은 윤활제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용접 전에 부품을 더 이상 세척/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경 인서트의 칩 제거 능력은 기존에
HSS 공구(고속강)에 사용되는 것보다 10배 더 뛰어
납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귀
하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고안해 드리겠습니다!

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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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bevelling & orbital welding

3 mm wall thickness

AXXAIR’s orbital bevelling
- V- or J-Bevel? -

사용된 수동 또는 자동 용접 프로세스에 따라 두 가
지 유형의 베벨이 있습니다. V-베벨 및 J-베벨(또는
"튤립"). 이 이름은 조립할 때 준비된 두 모서리가
이러한 문자의 모양을 취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
습니다. 궤도 용접에서는 비스듬한 부분의 두 루트
면이 서로 접촉하여 배치됩니다. 필요한 것은 두 개
의 루트 면을 간단히 융합하고 베벨을 와이어로 채
우는 것뿐입니다.

V-bevel
수동 TIG 용접의 경우 부품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
라 루트면이 있거나없는 V- 베벨이 바람직합니다.
부품이 결합되면 결과 모양이 문자 V처럼 보이기
때문에 V-베벨이라고 합니다. 루트 면은 일반적으
로 부품을 처리할 때 모서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하고 첫 번째 패스(관통)에서 붕괴를 방지합니다. ).
수동 용접의 경우 부품이 결합되어 작은 틈을 남기
므로 특히 튜브 내부(관통 형상)를 포함하여 수동으
로 와이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경사각은 30, 37.5 및 45°입니다.

이러한 각도는 응용 분야, 용접할 부품의 두께 및
사용된 재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각각 이러
한 각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V-베벨용 밀링 헤
드 3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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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evel (tulip)

이 모양은 자동화 용접, 특히 오비탈 용접에 필수
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베벨의 루트 면은 섬세한 "튜브-튜브
" 유형 어셈블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
은 일반적으로 단일 융합 관통을 허용하며, 이는 관
통 형상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더 나은 방법을 나타
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준비는 또한 베벨을 채우는
데 필요한 금속의 양을 줄입니다.

루트 면은 경사 가장자리에 겹치지 않고 단일 융합
비드를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루트 면 두께는 1.6 ~ 2mm이고 루트 면 길이는 2
~ 2.5mm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쉽게 이루어지며
초경 밀링 헤드와 관련됩니다(HSS 도구를 사용한
조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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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엘보우, T 유니온, 플랜지 등)는 일반적으
로 V-베벨로 준비되기 때문에 많은 용접이 V-J 유형
이어야 하므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궤
도 용접 액세서리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입니다.

귀하의 요구에 맞는 완벽한 솔루션을 찾으
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www.axx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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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122 - 172 - 222 - 322
No tube deformation and
no tube pollution
동심원 클램핑
스테인레
스죠

윤활제가 없는 V-베
벨 또는 J-베벨
HSS 인서트보다 10배 빠
른 카바이드 기술
각도: J-베벨: 10°
- V-베벨:
30°, 37,5° 및
45°

<

Cutting
Cutting,
bevelling
, bevelling &&orbital
orbitalwelding
welding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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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life
제어되고 연
속적인 절단
속도를 위한
회전 핸들

Tracking system
튜브의 타원형을 고려한
외부 프로파일 추적

루트면의 간편
한 설정

버니어에서 읽기

1550 W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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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속도 범위:
재료에 따른 유
연성

Global Process
오비탈 절단 및 용접기로
변형 가능
칩에 대한 완벽한 밀봉
Opening capacity
모든 회전 부품이 본체
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면의 플라스틱
보호커버

Easy handling and
transportation

Continuous use
꼬임 방지 케이블
베어링 포함.

122

ø15 - ø119mm
ø5/8’’ - ø4,5 ’’

172

ø33 - ø173 mm
ø1,3 - ø6,625 ’’

222

ø55 - ø228 mm
ø2.35 to ø8,625 ’’

322

ø141 - ø328 mm
ø5,5 to ø12,75 ’’

<

GA 122 - 172 - 222 - 322

<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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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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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New motor: 1550 W, 120 V or 230 V
- 2종 전기기기. 이중 전기 절연. 접근 가능
한 금속 부분이 없습니다. 더 긴 서비스 수명
, 더 많은 전력, 특허받은 먼지 보호 기능.
- 표준 EN 28662에 따른 진동 수준: <2.5m/
s², 보호 등급: IP 20
- Vario Tacho Constamatic(VTC)
Thumbwheel이 있는 전파 전자 장치: 적용
재료에 맞게 사용자 정의된 속도로 작업하고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되
는 속도. 6가지 속도 변형: 2050~7300RPM
- 0V 보안 : 정전 후 모터가 단독으로 재시동
하지 않음
-기어 박스의 기계적 보호, 앵귤러 기어 박스
에 통합 된 토크 리미터

엔드 스
톱 핸들

Stop

Vernier
:
베
벨
높
이
조
절

롤러

밀링 헤드

모든 모터는 필요한 도구를 포함하여 자체
개별 케이스에 제공됩니다.

신체의 견고함:
- 캠 잠금 장치와 직접 맞물리는 무한 나
사가 있는 효과적인 클램핑 시스템.
손쉬운 유지 관리 및 제어:
- 그리스 니플을 사용한 내부 부품 윤활 내부 카울링 아래의 나사에 빠르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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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뿌리면의 쉬운 설정:

베벨 높이 조정 (V-Bevels) :
베벨 높이를 조정하려면 스톱을 이동해야합니다. 베벨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려면 버니어가 있는 휠을 어느
방향으로든 돌려야 합니다.
4 mm

버니어 값은 베벨 높이와 같
습니다.

루트면의 길이 조정(J-Bevels) :
밀링 헤드에 장착된 롤러의 선택에 따라 베벨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스톱을 조정하면 경사 끝에서 루트 면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mm

mm

Materials that can be
machined by the machine
모든 유형의 강
철
모든 종류의 합금(구리/황
동/청동/알루미늄)

Hardness
between :

버니어의 값은
루트면의 길이와
같습니다.

26

H

500 and 800 Mpa
200 and 800 Mpa
L
l

Product Code

Product Code

Machine with a
120V motor

Machine with a
230V motor

With basic jaws

With extra jaws (included)

GA122-M1

GA122-M2

Ø29 - Ø119

Ø15 - Ø99

42 kg

443 x 541 x 304

GA172-M1

GA172-M2

Ø74 - Ø173

Ø33 - Ø116

49 kg

493 x 566 x 304

GA222-M1

GA222-M2

Ø128 - Ø228

Ø55 - Ø155

57 kg

548 x 594 x 304

GA322-M1

GA322-M2

Ø230 - Ø328

Ø141 - Ø239

71 kg

649 x 644 x 304

Machine’s jaw opening capacity in mm

Net
Dimensions
weight (HxLxW in mm)

Please contact us for large diameters and special adaptations

<

베벨링 모터 -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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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라인 전기 회전:

3.5 컬러 터치 스크린을 통해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절단/베벨링 모터의 소비전력 측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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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소비 시 모터와 사이클을 정지할 수 있음
- 모터를 보호하고 작업자가 기계를 보지 못하도록 함
- 모터의 긴장 여부 및 블레이드 마모 여부 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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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 기계 및 SAXX 전원이 있는 용접 모드: 전원
연결 케이블이 추가된 4버튼 디스플레이(시작, 정지,
왼쪽, 오른쪽)(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EX-A02
참조, "ORBITAL WELDING ”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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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SAEP-00/000 회전은 당사의 new122, 172
, 222 및 322 모델에 장착할 수 없습니다.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Dimensions (in mm)

SAEX-00

Autoline electric rotation

6.3 kg

320 x 261x 193

Autoline electric inverter for GA122 to 322:
- 110 V to 230 V
- even rotation
- easy to use
- precise adjustment

✓GA122

✓GA172

✓GA222

✓GA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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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벨링 모터 - 부품

3 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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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밀링 헤드는 공구 홀더입니다. 필요한 각도
와 함께 초기 선택을 기반으로 최종 경사의 모
양을 만듭니다.

밀링 헤드는 다양한 베벨 각도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Product Code

GV-300

<

Cutting
Cutting,
bevelling
, bevelling &&orbital
orbitalwelding
welding

Description

Net Weight

1 kg

밀링 헤드, 롤러, 스톱 및 버니어 키트

Kit for 30° V bevel:

- 3개의 장착된 인서트 제공 이 밀링 헤드를 사용하면 루트면을 제외하
고 벽 두께의 최대 8mm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GA122

✓GA172

✓GA222

Product Code

GV-375

✓GA322

Description

Net Weight

Kit of milling head, roller, stop and vernier

1 kg

Kit for 37,5° V bevel:

- 3개의 장착된 인서트 제공 이 밀링 헤드를 사용하면 루트면을 제외하
고 벽 두께의 최대 7mm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GA122

✓GA172

✓GA222

Product Code

GV-450

✓GA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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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et Weight

Kit of milling head, roller, stop and vernier

1 kg

Kit for 45° V bevel:
- 3개의 장착된 인서트 제공 이 밀링 헤드를 사용하면 루트면을 제외하고
벽 두께의 최대 6.5mm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GA122

✓GA172

✓GA222

Product Code

GJ-100

✓GA322

Description

Net Weight

밀링 헤드 키트, 롤러 6개, 정지 장치 및 버니어

1 kg

Kit for 10° J bevel:
- 6개의 장착된 인서트 제공 이 밀링 헤드를 사용하면 루트면을 제외하고
벽 두께의 최대 8mm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자동화 용접 프로세
스 및 특히 오비탈 용접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GA122

✓GA172

✓GA222

✓GA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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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초경 인서트는 HSS 공구로 달성한 10배
의 작동 속도를 제공합니다.

Product Code

당사의 카바이드 인서트는 깨끗한 표면과 버가
없는 고른 경사를 생성합니다. 재료의 성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단이 깨끗하여 인서트의 마
모가 적습니다.

Description

PC30-08-B02

Net Weight
70 g

티타늄 코팅 초경 인서트

오비탈 베벨링용 카바이드 인서트(10개입), 다음 재료에 사용 가능: - 플라스틱, 알
루미늄 및 구리 유형: PVC, 알루미늄 T6, 구리/니켈 도금, 청동 - 탄소 및 스테인리
스의 높은 회전 속도 강철: 304 / 304L /316L 및 A106 강철

- 모든 AXXAIR 밀링 헤드에 사용 가능 - 4면
에서 사용 가능한 인서트 - 항상 모든 인서
트를 동시에 교체

✓GA122

✓GA172

✓GA222

Product Code

PC30-08-B03

✓GA322

Description

Net Weight

높은 내마모성 처리로 코팅된 마이크로그레인
카바이드 인서트

70 g

오비탈 베벨링용 카바이드 인서트(10개입), 다음과 함께 사용 가능: 재료에 따라
공구 회전 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자동 회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고합금 스테인리
스강에 권장: Duplex, inconel, Super-duplex (316TIN / C-22 / C-4/625)

- 모든 AXXAIR 밀링 헤드에 사용 가능 - 4면
에서 사용 가능한 인서트 - 항상 모든 인서
트를 동시에 교체

✓GA122

✓GA172

✓GA222

✓GA322

Product Code

Description

Net Weight

KS30

Insert locking screw

1g

초경 인서트용 잠금 나사

✓GA122

✓GA172

✓GA222

✓GA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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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bevelling & orbital welding

3 mm wall thickness

Accessories (electric clamping)

V2.4 - 10/2019

INNOVATIVE ORBITAL SOLUTIONS

You realize important series in your company and want
to be more effective during your projects?
Our electric clamping is the ideal answer for the preparation and / or welding of your tubes.
The electric clamping makes it possible to carry out
a repetitive and constant force tightening on tubes
with identical diameters and thicknesses.
The clamping force is adjustable, it prevents the tubes
from being deformed or marked.

Technical specifications:
- 24Vdc brushless motor, motor torque: 34N.m
- Tightening force on the tube: 850 kg maximum, adjustable from 15 to 100%
- Clamping speed: 86 mm / min (diameter)
- The electric clamping is sold with the body frame and
the automatic rotation
Fixation on an AXXAIR
support bench

Fixation on an other support
(example: workbench)

31
40 cm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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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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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