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권유입니다 -웹담당께 신뢰관급 로컬오더와 귀사응원메시지이니 참조하시고 성과
서는 대표권자님이나 영업 협의를 위한 어바웃 산출파일을 네이버 등 메일문건에 회신
팀장께 토스하여 주십시요 주시면 조율되는 e-거래 인프라의 구축과 연중추진프로젝트
전 자 딜 의 가 치 적 피 디 에 프 문 건 메 일 소 통 권 유 ESTIMATE
금속 띠톱기계 구매 inquiry ±3천9백만원 30
1. 특징 (용도, 외형, 사용방법 등)
1) 국내 생산품으로 강력한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기계의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2) 소재이송방식이 3공정으로 절단시간 단축은 물론 길이 제어를 정확하게 하는데
최적이며 공정이 줄어 제품 내구성에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3공정(앞바이스 열림 → 전진 → 앞바이스 닫힘)
- 5공정(뒷바이스 열림 → 후진 → 뒷바이스 닫힘 → 전진 → 앞바이스 닫힘)
3) 톱날의 잠금은 HYD’ TENSION 방식을 채택하여야 합니다.(자동제어방식)
4) 소재의 CLAMPING을 최소화하여 잔재의 길이 최소화는 물론 소재 마지막
작업시 재료 유무를 파악하여 소재가 없을시 작업을 자동으로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소재유무장치 부착)
5) VISE CLAMP는 ONE TOUCH 방식으로 작업자가 원하는대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VISE CYL’ OPEN & CLOSE)
6) SAW BLADE GUIDE & UPPER ROLLER 초경을 사용하여 톱날의 떨림
방지는 물론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7) 소재 및 재질에 따라 절삭 속도 및 유압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자체 개발한 PLC 터치스크린으로 제작하여 조작이 간편하고, 9종류의 절단
사양을 예약 입력 시킬 수 있으며, 알림 기능이 있어 제품 에러시 한글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바이스 감압장치를 장착하여 바이스압을 메인압력과는 별개로 조절할 수
있어 얇은 파이프 절단시에도 소재의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전자 딜 이노베이션사 이 앤 제 이 /대표 디테일정보는 프로덕트의 개념으로 파일참조와 중복과 통화불편은 정중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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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양
1) Operating method : PLC system
2) Cutting capacity (mm) : Round bar ￠450
Square bar □ 450 X 450
3) Saw blade size (폭 x 두께 x 길이) : 41 x 1.3 x 4770
4) Saw blade speed (m/min) : 20 – 100
5) Max Feeding Length (mm) : 400
6) 전기 사양 : 60Hz, 220V, 380V, 440V
7) Motor (kW) : 메인 모터 5.5 kW, 유압모터 1.5kW, 커팅유 모터 0.1kW
8) Weight(kg) : 2,450

3. 부속 기기 및 설치물
1) Saw blade : 20EA
2) Tool & Tool Box : 1SET
3) Roller Table(1.5mm) : 1SET

4. 비고 ( 보수 계약의 필요성 및 설치 요망 사항 등)
1) 요구자의 지정한 장소에 설치 후 요구자와 같이 시운전하여 검수자의 검사
및 각종규격에 대하여 이상이 없어야 된다.
2) 납품 후 3년간 하자 발생시 즉시 무상 수리.
3) 동등이상의 사양 납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