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er marking machine

레이저마킹기

LD-WF 1000H Fiber laser welding machine
LD-WF 1000H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
기술매개변수 Technical Parameters
레이저파워

1000W (1500W / 2000W) 옵션

레이저 파장

1070NM

파이버 케이블 길이

표준 10M. 최대 15M

제 품 소 개 Product Profile
국제적 유명 브랜드 reci 파이버 레이저 소스를 기본 장착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펄스 레이저보다 가성비가

작업 방식
용접 속도 범위

연속 / 펄스

0-120mm/s

좋고 안정성이 높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적으며 빔품질이 높아서 4,000W 내에서 레이저 단일 모듈 단일 모드
출력 달성이 가능합니다. 구리 및 알루미늄과 같은 반사성이 높은 재료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가공 할 수
있습니다. S&A 용접기 전용 내장식 칠러 냉각기를 기본 장착하여 S&A RMFL-1000워터 칠러, ± 1°C의 온도

냉각 방식

내장식 전용 산업 항온 수냉 칠러

제어 정확도, 이중 온도 설계, 레이저장비의 냉각과 용접 헤드의 냉각을 따로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레이저 용접기의 냉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두 가지 온도 제어 모드, 항온 모드

작업 환경 온도 범위

15°C-35°C

작업 환경 습도 범위

<70% 결로가 없음

용접 두께

및 지능형 온도 제어 모드도 지원합니다.

0.5-3mm

응 용 산 업 Applicable Industries
용접 간격 정밀도

≤0.5mm

스티치 용접, 직각 용접, 맞춤형 용접, 필렛 용접 등 모든 정밀 용접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압
제품 크기 및 무게
최대 입력 파워

장비 주요 특징

용접 헤드

Equipment main features

핸디형 용접기의 장점

엄격한 파이버 레이저 소스 선별

업그레이드 된 용접 제어 시스템

간단한 조작, 아름다운 용접 이음새, 빠른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로 안정성과

워블 파이버 용접 시스템 제어카드는

용접 속도 및 소모품이 없는 장점이

가성비가 합리적인 Reci 파이버 레이저

전 원 차 단 제 어 카 드 보 호 기능 추가 및

있습니다. 스틸 판 및 알루미늄 판과 같은

소스를 기본으로 하여 각 레이저는 파워

컨트롤 디스플레이 패널은 한국어,

금속 재료의 용접은 전통적인 아크 용접

미터로 테스트하고

영어등 다국어 언어 지원합니다.

선택합니다.

용접의 빔 직경
빔 발산각도
포지셔닝 방식

220V 50HZ - 60Hz 20A

1200X1700X1320mm 250kg

주방용품, 가전 제품 산업, 가구 산업,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의료 장비, 광고 산업, 선반,
섀시 캐비닛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에 모두 용접이 가능합니다.

3.5kw

QBH+용접 헤드 내장형 수냉

적용 가능한 재료 Applicable Materials

0.2-2mm 조정가능

스틸 패널,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 스틸, 구리 및 구리 합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등
이종 용접도 가능합니다.

≤1.2mrad/m

빨간 빔 미리 보기

및 전기 용접 공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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