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bag® PaceSetter PS 125™ 탁상용 배거 소개 - 궁극적인 수작업
포장 시스템
Autobag® PaceSetter PS 125™ 및 PS 125 OneStep™ 탁상용 배거는 수작업 포장 시스템에 간편성,
다 기능성, 품질, 가치를 도입하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분야
• 항공우주 산업 및 국방

분당 최대 25개의 백 (15 BPM OneStep 버전)을 채울 수 있는 속도로 작동하는 PS 125 배깅 시스템은
간단한 탁상용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합니다. PS 125는 559x 483 밀리미터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며 무게는 단지 37 킬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중소 규모의 생산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어 전체가 전기로 구동되는 이 조용한 기계는 작동시키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PS 125는 작동 매개 변수, 작업 설정, 작업 저장, 탑재된 진단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여 작동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이 독특한 잠금식 회전 테이블은 인체 공학적
핸들링과 롤을 백으로 전환하는 Autobag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AutoThread™ 기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방은 자동으로 색인이 생성된 후 손으로 적재된 다음 Push-to-Seal™ 기능, 표준 풋 스위치 또는 자동
사이클 제어 기능 등을 통해 밀봉됩니다.
PaceSetter PS 125 OneStep™은 추가된 내장형 PH 412 임프린터를 이용하여 표준 PS 125와 동일한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기 실행 및 주문 이행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며 넥스트 백 아웃 프린팅
기술이 특징인 PS 125 OneStep은 별도의 라벨 작업이 필요 없이 고해상도 그래픽, 텍스트 및 바코드를
백에 직접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쉬운 유지 보수를 위해 뒤로 젖혀지는 프린트 헤드를 갖추고
있으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AutoLabel™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개봉한 최대 너비 268 밀리미터 및 최대 길이 432 밀리미터 사이즈의 롤 을 백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에 어울리는 Autobag을 사용할 경우, PaceSetter PS 125 및 PS 125 OneStep은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포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의류 및 악세사리 포장
• 자동차
• 전자 제품
• 식품
• 하드웨어 및 잠금장치
• 의료
• 취미 및 공예
• 가정 용품
• 우편 주문 및 조제약 포장
• 개인 용품
• 반려 동물 용품
• 장난감

넥스트 백 아웃 프린팅
기능으로 보다 정확성을
높이고 주문 이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품
대기순서를 제거합니다*

개방형 적재 영역 및 제어된 씰
바는 적재 유연성 및 작업자
안전을 최대화합니다

작업자 친화적 제업 방법을
사용하여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작업 저장
잠금식 회전 테이블과 AutoThread™
기능으로 백을 가지고 전환하기가
용이합니다
*PS 125 OneStep 버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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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이점

추가 선택 사양

모든 것이 전기로 작동하는 시스템
작동 시 압축 공기가 필요 없음

• 백 공기 제거기

작업자 친화적 환경
생산성 및 가동 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탑재된 진단 기능 뿐만
아니라 작업 저장 및 기억 기능으로 메뉴 구조를 쉽게 탐색 가능

• AutoLabel™ 다자이너 소프트웨어*

• 간단한 깔때기

프린트 기능
백에 직접 고해상도 그래픽, 텍스트, 바코드 프린트*; 쉬운 유지
보수를 위해 뒤로 젖혀지는 프린터 헤드

기술 정보
PS 125

PS 125 OneStep

559 밀리미터

660 밀리미터

소형
중소 규모의 포장 작업에 이상적인 소형 디자인

길이 483 밀리미터 x
너비 559 밀리미터

필름 제어 기능
포지티브 백-웹 제어를 위한 댄서
어셈블리가 인라인 프린팅*,
적재, 밀봉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제공

길이 483 밀리미터 x
너비 559 밀리미터

PS 125

백 지원
유연성을 위해 다양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백 지지 선반

중량

37 킬로그램

전기 사양

110/220 VAC; 50/60 Hz; 5.0/2.7 Amps

통과시킬 수 있는
사이즈

최대 86 밀리미터까지

백 두께

25 마이크론에서 102 마이크론까지

백 사이즈

너비 51 밀리미터에서 267 밀리미터까지,
길이 102 밀리미터에서 432 밀리미터까지

PS 125 OneStep
쉬운 유지보수
뒤로 젖혀지는 프린터*는 빠르고
쉬운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틸트
정품 AutoLabel™ 감열 전사
리본을 사용하여 최고의 인쇄
품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스템에 맞는 백

중량

50 킬로그램.

전기 사양

110/220 VAC; 50/60 Hz; 5.0/2.7 Amps

통과시킬 수 있는
사이즈

최대 86 밀리미터까지

백 두께

25 마이크론에서 102 마이크론까지

백 사이즈

너비 51 밀리미터에서 267 밀리미터까지,
길이 102 밀리미터에서 432 밀리미터까지

디스트리뷰터

서비스 및 지원
맞춤형 엔지니어링 및 통합

*PS 125 OneStep 버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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