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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I.G.B.T.   INVERTER

PLASMA Welding M/C

            

             

NICE -  50PAW

NICE - 100PAW

NICE - 200PAW

NICE - 300PAW



제품명    NICE -      PAW

 1. 본 제품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혜택을 받습니다.

 2. 무상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2개월

    입니다. (단, 국내에 한함)

 3.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  

    때는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4. 본 제품 중 악세사리는 소모품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조번호

제조년월    200   년       월

구입일자    200   년    월    일

구입처

고객명

상호

담당

                 제품 보증서

  * 수리를 의뢰할 때는 구입일자가 기재된 본 보증서를 제시해야만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1. 설치시 입력전원을 확인하고 다른 장소로 옮길때도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2. 접지는 3종접지에 준합니다.

  3. 토치의  소모품 (전극, 노즐, 세라믹) 교환시 본체의 전원을 반드시      

     OFF 하십시오. (토치의 내부절연 파손 및 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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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제품의 수명 및 용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제 품 설 명

2. 구성 및 사양

3. 설    치

4. 조작 및 운전

5.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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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식  

   명 칭            
NICE-50PAW NICE-100PAW NICE-200PAW NICE-300PAW 수량

POWER SOURCE 50A 100A 200A 300A 1

자동TORCH (SET)

Water cool type
50A 4m 100A 4m 200A 4m 300A 4m 1

EARTH CABLE 16SQ 3m 16SQ 3m 35SQ 3m 50SQ 3m 1

가스 게이지 Argon Argon Argon Argon 1

가스호스 5/163 3m 5/16 3m 5/16 3m 5/16 3m 1

수동TORCH (SET)

Air cool type
50A 4m 100A 4m 200A 4m 300A 4m 별도

Gas Gauge

(Shield Gas 용)
Argon Argon Argon Argon 별도 

1. 제품설명

 - 오토웰의 NICE SERIES PLASMA 용접기는 디지털 제어 용접기 입니다.

 - 그래픽 타입 TOUCH PANEL 방식을 채택하여 조작이 간편합니다.

 - 40개 용접 조건은 MEMORY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인체공학적설계 및 제작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사양

2-1. 구성 및 표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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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격사양

 모델 NICE-50W NICE-100W NICE-200W NICE-300W

1차 입력전원
3￠, 220V, 
50/60Hz

3￠, 220V, 
50/60Hz

3￠, 220V, 
50/60Hz

3￠,220V, 
50/60Hz

정격입력 용량(KVA)  3 7 15 20

정격출력 전류(A)  50 100 200 300

사용율(%) 50A, 100% 100A, 100% 200A, 100% 300A, 100%

용접전류(A) 0.5~50 1~100 3~200 5~300

용접전압(V) 20~40 20~40 20~40 25~45

파이로트 전류(A) 1~10 1~30 10~50 15~70

UP 슬로프 전류(A) 0.5~50 1~100 3~200 5~300

DOWN 슬로프 전류(A) 50~0.5 100~1 200~3 300~5

UP / DOWN 슬로프 
TIME (sec)

0.1~99 0.1~99 0.1~99 0.1~99

펄스 전류(A) 0.5~50 1~100 3~200 5~300

펄스 주파수(Hz) 1~500 1~500 1~500 1~500

펄스 폭(%) 1~99 1~99 1~99 1~99

파이로트가스
(ℓ/min,3kg/㎠) 0.1~1.0 0.3~3.0 0.3~3.0 0.5~5.0

실드가스 (ℓ/min,3kg/㎠) 2.0~20 2.0~20 2.0~20 2.5~25

크기(H×W×L) 670×400×650 670×400×650 670×400×650 670×400×650

무게(kg) 35 40 45 50

기능(공통사항) 

1. 가스압력, 냉각수 유량, 냉각장치 과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 STOP

2. 용접조건 파라메타 메모리 - 40개 모델

3. 자동화 장치에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선택사양

1. 파이로트, 실드가스 제어 - MFC

2. 냉각 Chiller 혹은 Water cooler

*주의: 상기 사양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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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3-1. 전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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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면 설치 설명서

 1) 전원 스위치
  - 전원 ON-OFF 안전 차단기로 ON에 위치하면 전원이 공급됩니다.

 2) 가스 유량계
   2-1) PILOT GAS 유량계(ARGON GAS)

    - 용접 중 PILOT(쎈터가스) 공급 유량계로 용접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잘 조절

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유량계 하단에 있는 유량조절 KNOB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유량이 줄어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유량이 증가 됩니다.

    - 유량의 표시는 유량계 중앙에 「볼」이 떠서 유량을 표시합니다.

   2-2) SHIELD GAS 유량계(AR, H2, He)

    - 용접할 때 ARC 보호 가스 유량계 입니다.

    - 사용가스 종류는 AR, AR+H2, AR+He 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량계 하단에 있는 유량조절 KNOB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유량이 줄어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유량이 증가 됩니다.

    - 유량의 표시는 유량계 중앙에 「볼」이 떠서 유량을 표시합니다.

 3) TORCH SWITCH CONNECTOR
  - 용접 START ON SWITCH 연결 CONNECTOR 입니다.

 4) SHIELD GAS 출구
  - SHIELD GAS 출구입니다.

  - TORCH의 SHIELD GAS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GAS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여서 사용합니다.

 5) PILOT GAS 출구
  - PILOT GAS 출구 입니다.

  - TORCH의 PILOT GAS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GAS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여서 사용합니다.

 6) BASE METAL 터미널(+) (경고)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원을 OFF 시킨 상태에서 결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용접 모제에 어스선을 연결하는 터미널 입니다.

  - 접촉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여서 사용 합니다.

  - 덜 조여서 사용 시 접촉 저항으로 인하여 열이 발생하여 용접 불량 및 터미널에 소손하

는 고장이 발생 됩니다.

 7) PILOT 전원 터미널(+) (경고)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원을 OFF 시킨 상태에서 결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 토치의 PILOT 전원 단자를 연결합니다.

  - 냉각수가 흐르므로 꼭 조여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 MAIN 전원(-) (경고)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원을 OFF 시킨 상태에서 결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 토치의 MAIN 전원 단자를 연결 합니다.

  - 냉각수가 흐르므로 꼭 조여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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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후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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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후면 연결 기능 설명

 1) 전원 공급 단자 BOX (위험)   

  -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작업 시, 감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결선 작업 시, 안전 차단기가 OFF 되었는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합니다.

  - 3∅ 220v 전원만 공급해야 합니다.

  - 4P 14mm
2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 압찬 단자를 단단히 물린 다음 터미널에 꼭 조여 

연결합니다.

  - 결선 후에는 보호카버가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 볼트를 꼭 조여야 합니다.

 2) 접지 터미널 (경고) 

  - 감전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기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접지 

터미널을 이용하여 용접기 케이스를 접지해야 합니다.

  - 접지 공사는 접지 저항이 100Ω이하여야 합니다.(3종 접지)

  - 접지를 안했거나 잘 못 되었을 겨우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3) 냉각수 IN, OUT 연결구 (주의) 

  - 토치의 냉각을 위하여 냉각수를 공급, 배수 하는 연결구 입니다.

  - 누수가 되지 않도록 꼭 조여야 합니다.

 4) GAS 공급구 (주의) 

   4-1) PILOT GAS INPUT(ARGON)

    - PILOT ARC 발생 및 용접 중 센티 가스로 사용하는 GAS 공급구 입니다. 가스가 누

출 되지 않도록 꼭 조여 사용합니다.

   4-2) SHIELD GAS INPUT(AR, H2,He)

    - 용접 ARC 보호 가스 공급구 입니다.

    - 용접 용도에 따라 혼합 가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가스 누출이 되지 않도록 꼭 조여 사용 합니다.

   4-3) SP GAS INPUT(OPTION)

    -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주문 사양에 의하여 별도 제작 합니다.

 5) 냉각 FAN

  - 용접이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FAN 입니다.

  - 장시간 사용 시 주위의 먼지가 용접기 내부에 쌓이면 냉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최소 1달에 1번 정도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내부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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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 및 운전

4-1. ERROR 표시램프

  - TEMP, GAS, WATER 3개의 표시 램프가 있으며 ERROR 발생시 깜박거려서 ERROR를 

표시 합니다.

  - 용접 중 어느 한 개라도 ERROR가 발생하면 용접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깜박거려 

ERROR 발생한 것을 표시 합니다.

  - 3개의 표시 램프가 모두 꺼져 있어야만 PILOT ARC 발생 및 용접 할 수 있습니다.

   1) TEMP

    - 용접기 내부의 방열 판 온도가 85℃이상 올라가면 온도 센서가 작동하여 ERROR 표

시 합니다.

    - 사용 중 냉각FAN 고장 또는 방열 판에 먼지가 쌓여 냉각 효율이 떨어져도 온도가 상

승되어 ERROR를 표시 합니다.

    - 사용 중 최소 1달에 1번 정도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방열 판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2) GAS

    - PILOT, SHIELD 가스의 공급압력 및 유량이 냉각수 감시 센서의 설정보다 낮아지면 

센서가 작동하여 표시 합니다.

   3) WATER

    - 냉각수 공급압력 및 유량이 냉각수 감시 센서의 설정보다 낮아지면 센서가 작동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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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ELDING DATA 표시기

  -   2종류 모양의 표시기가 있습니다.

   1)  표시기는 용접조건 모델 표시기로 0~20까지 표시합니다.

      CURRENT SELECT 스위치 HIGH, LOW 위치에 따라 각각 20개씩 40개의 용접조건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  표시기는 용접 DATA를 표시합니다.

     - 50A 용접기의 경우 0.001~49.99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3)  표시기는 PILOT ARC SWITCH ON시는 PLOT ARC 전류를 표시하다가 

      MAIN 용접 ARC 발생시는 MAIN 용접 전류를 표시하여 전류메타로 사용 됩니다.

   4) 용접 중에 DATA 변경을 위하여  키( )를 선택하면(누르면) 선택된 키( )의

      DATA를 표시합니다.

4-3. PUSH MEMORY TURN DATA ADJ  조정자

  - 이 조정자는 용접모델 선택, 용접 DATA 변경 및 조정, 용접조건 MEMORY를 합니다.

   1) 용접모델 선택방법

    - 조정자의 KNOB( )를 꼭 누르고 있으면 용접 모델 표시기( )가 밝아지면서 소수

점 2개가 점등 됩니다. 

    - 이때 KNOB( )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숫자가 0~20으로 증가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현재 숫자에서 20~0으로 감소됩니다.

    - KNOB( )를 돌려서 원하는 숫자로 변경하고 KNOB( )를 누르면 소수점이 사라지면

서 선택했던 숫자가 입력됩니다. 이때, PILOT, MAIN 용접 조건이 모두 이 모델의 용

접조건이 되어 MEMORY 됩니다.

    - 용접 DATA의 변경, 또는 MEMORY된 용접 모델을 찾아서 용접 할 때도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 용접 DATA 설정방법

    - 용접 DATA 선택 키( ) 중에서 원하는 키( )를 누르면 키( )의 중앙 램프가 깜박거

려 키( ) 선택을 표시 하면서 용접 DATA 표시기( )에 현재의 MEMORY된 

DATA 숫자를 표시 합니다.

    - KNOB( )를 천천히 돌려서(올리고, 내리고) 용접 DATA 표시기( )에  원하는 

숫자로 변경한 다음 KNOB( )를 누르면 선택한 키( )의 중앙 램프의 깜박거림이 

꺼지고 용접 DATA 표시 창에 변경한 숫자가 0000으로 표시 합니다.

    - 정상적으로 DATA가 변경되었거나 확인하려면 DATA 변경을 위하여 선택했던 키( )

를 누르면 선택한 키( )의 중앙 램프가 깜박거리며 용접 DATA 표시기( )에 

입력된 DATA 숫자가 표시 됩니다.

    - 정상적으로 DATA가 표시되면 KNOB( )를 누르면 키( )의 램프가 꺼지고 용접 

DATA 표시기는( ) 0000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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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GAS CHECK ON-OFF

  - 이 스위치를 ON하면 PILOT, SHIELD GAS를 CHECK 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스위치를 ON 한 후 PILOT, SHIELD GAS 유량계의 KNOB를 조절하여 원하는 유량

    으로 조절합니다.

  - 용접 중에는 이 스위치를 OFF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4-5. PILOT ARC ON, OFF SWITCH

  - PILOT ARC ON 시키는 스위치로 이 스위치를 ON하면 설정된 DATA 조건으로

    PILOT ARC가 발생됩니다.

  - 용접 DATA 표시기( )에 PILOT ARC 전류가 표시됩니다.

  - 용접 모델 표시기( )에는 「P」자가 표시됩니다.

4-6. PULSE ARC SELECT ON, OFF SWITCH

  - PULSE 용접 ON-OFF 선택 스위치로 이 스위치를 ON에 위치시키면 PULSE 용접 할

    수 있습니다.

  - PULSE 용점 DATA는 펄스 주파수, 펄스 전류, 펄스 폭 설정 DATA조건으로 용접됩니다.

4-7. CURRENT SELECT HIGH, LOW SWITCH

  - 용접 조건을 HIGHT, LOW로 구분하여 선택 설정 할 수 있는 스위치 입니다.

  - HIGHT에서 20개 LOW에서 20개 모두 40개의 용접 조건 모델을 선택 설정 MEMORY

    할 수 있습니다.

4-8. 용접 조건 선택 키 

   1) PILOT ARC 관련 키

    - PILOT GAS FLOW(OPTION), PILOT CURRENT, PILOT GAS PER FLOW TIME, 

PILOT GAS AFTER FLOW TIME 키가 있습니다.

    - DATA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키( )를 누르면 선택한 키( )의 중앙 램프가 깜박거리

면서 용접 DATA 표시기( )에는 현재 MEMORY된 숫자가 표시됩니다.

    - DATA를 변경 하려면 3항 3-1~3-2 항을 참조 하세요

   2) MAIN ARC 관련키(용접)

    - SHIELD GAS FLOW(OPTION), SHIELD GAS PER FLOW TIME, START CURRENT, 

UP SLOPE TIME, WELD CURRENT, PULSE FREQUENCY, PULSE WIDTH, PULSE 

CURRENT, DOWN SLOPE TIME, END CURRENT, SHIELD GAS AFTER FLOW TIME 

키가 있습니다.

    - DATA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키( )를 누르면 선택한 키( )의 중앙 램프가 깜박거리

면서 용접 DATA 표시기( )에는 현재 MEMORY된 숫자가 표시됩니다.

    - DATA를 변경 하려면 3항 3-1~3-2 항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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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험

   경  고

   주  의

5. 안전사항

   안전에 주의한다.
오토웰 프라즈마 용접기는 안전을 십분 배려하여 설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취급자 스스로 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운반, 설치, 운전, 점검, 보수 등의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듯이 사용자의 설

명서를 전부다 읽고 숙지한 후에  운반, 설치, 운전, 점검, 보수 작업을 하

십시오.

2. 기계에 관한 지식, 안전에 관한 정보나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장비를 사용 하십시오.

3. 사용자 설명서에는 안전 주의 사항 정도에 따라서 「위험」,「경고」,
「주의」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잘못 취급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비

를 파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잘못 취급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여 중상 

또는 경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

비에 중대한 고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잘못 취급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여 경상 

또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

비에 고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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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 고 1. 제품 입고 시 손상되어 있거나 부품이 빠져 있는지 확인 한다.

   확인하지 않고 작동 시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치한다.

 경 고
1. 운반시는 넘어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2. 하역 작업 시는 떨어뜨리지 충분히 주위 하십시오.

3. 설치시는 견고하게 고정 하십시오.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선한다.

 위 험
1. 입력 전원 차단기가 차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여 주십시오.

2. 배선 작업은 전기 공사 전문가가 해 주십시오.

3. 접지 단자를 반듯이 3종이 상의 접지 공사를 하십시오.

  감전 사고에 주의한다.

 위 험
 위 험

1. 통전 중 또는 운전 중에는 용접기커버를  절대 열지 마십시오.

   감전사 고의 원인이 됩니다.

2. 전원「OFF시에도 배선작업 점검 외는 용접기 냉각수 제어 장치

   등의 단자 커버를 벗기지 마십시오.

  - 이 장치들은 내부에 전원이 충전되어 있어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배선 작업 및 점검은 전원「OFF」후 10분 이상 경과 후에

    작업 하십시오.

 3. 필히 3종이 상의 접지 공사를 하십시오.

 4. 물에 젖은 손으로 전원 스위치를 「ON, OFF」하지 마십시오.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5. 통전 중에는 용접 토치를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사고 및 화상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6. 용접기 회로를 임으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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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사고에 주의한다.

 경 고
 1. 기기 부착 단자에는 취급 설명서 도면에 표시한 전압 외는

    공급하지 마십시오. 용접기 파손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2. 단자 접속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용접기 파손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3. 극성 + -를 바꾸지 마십시오.

   - 용접기 파손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4. 용접 중에는 토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온도가 매우 높으므로 화상의 입게 됩니다.

  프라즈마 아크 빛에 주의한다.

 주 의

 1. 용접 중 용접 조건의 변경 용접 위치의 변경 시는 필히

    아크 빛 차단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하십시오. 

    적외선 및 자외선 차단 필타 색유리(BS 679)는 아래의 범위에서

    선택 사용 하십시오

      -  0 ～ 75A    10EW

      - 75 ～ 400A   12EW

 2. 프라즈마 아크를 감시할 때는

    필히 보호 차광안경을 착용하고 감시하여 주십시오.

   - 자외선으로 인한 눈과 피부 화상을 입게 됩니다.

  유해 GAS 및 FUME에 주의한다.

 주 의
1. 용접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2. 용접 중 FUME이 발생하므로 이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fan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수 점검 시 주의한다.

 주 의

 1. 용접기 내부에는 고전압 단자가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2. 전원 차단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보수 점검하여야

    합니다.

 3. 보수 점검 시에는 전원차단 스위치를 제 3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점검, 보수 중 표지판을 부착 후  점검하여야 합니다.

 4. 보수 점검 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한 후 보수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5. 용접기 회로를 임으로 변경하면 장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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