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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OWER PACKS IQ-VAX
하이테크 전기식 유압 파워팩 IQ-VAX



High-Tech Power Packs IQ-VAX

· VAX - 전자동 작업의 진리 · 문서화 시스템

· 다수 볼팅 작업 · 동시 작업

- 버튼 한번 클릭으로 모든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연속되는 작

  업에도 리모컨 디스플레이를 통해 언제든지 작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압력 제어를 하지 않아 실수를 최소화 시킵니다.

- 플라라드는 문서화 시스템을 통해 토크 및 각도 조임 결과가 컨트롤

  유닛에 저장됩니다.

- 컴퓨터에 업로드한 뒤로는 해당 작업 구간의 추적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토크 각도 조임, 각기 다른 마찰 계수가 있더라도 프로그램 세팅을

  통해 항상 같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 2개 이상의 토크렌치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볼팅 연결부의 적절한 작업과 빠르고 신뢰성 있는 결과 제공. 

전자동 VAX 기술력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각 볼팅부위 (잠그는 용도 및

푸는 용도)는 펌프에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펌프 보호용 프레임은

내구성을 높여 줍니다.

리모컨에 압력이 표시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작

업의 선정이 가능합니다.

작업 중 소음 최소화

필요시 추가 오일 탱크

공급 가능

유압 호스, 어댑터, 커플링 등

현장 맞춤 공급 가능  

펌프 및 토크렌치의

보급용 렉 공급 가능



High-Tech Power Packs IQ-VAX

※ 국내 판매용은 230V, 60Hz 기준입니다. 3상 400V 이상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상 400V, 440V, 480V 50/60Hz 제공 가능.

※ 오일 탱크 추가 가능 (4리터)

형식 작동 모드

자동 제어 전기 구동 방식

230V, 60Hz

자동 제어 전기 구동 방식

230V, 60Hz

유량

단계

크기

L x B x H

(mm)

무게

(kg)

최대

압력

(bar)

구동 방식 표준

출력

(kW)

작동 유량

(l/min)

본 브로셔의 수정 및 복사는 반드시 PLARAD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오역 혹은 에러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손해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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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코리아는 다릅니다!
한새코리아는 PLARAD 의 국내 유일의 파트너십 기업으로서 국내에 보다 보편화된

브랜드 정착과 함께 각 현장에 맞춰진 최적의 장비와 합리적인 견적을 통해 

사용자의 산업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뛰어난 제품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가 더욱 편리하고 간소화되길 희망합니다. 

한새코리아는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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