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LL AUTOMATIC BUTTON SEWING INDEXER
전자동 단추달이 인덱서

SABS-737S-1903B

작업 시 천공 구멍 공기 흡입으로
작업물을 평평하게 잡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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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0가길 37 (면목동)

37, MyeonMok-Ro 30 Ga-Gil, JungRang-Gu, Seoul, 02252, Korea
TEL. 82-2-432-6885~7     FAX. 82-2-432-5877
Homepage : www.seungilauto.co.kr   E-mail : seungilauto@hanmail.net

본 제품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specification of these product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 Feature
1. After workpiece entered, indexer operates with set number of buttons and

completea automatically.
Minimum 50mm / Up to 240pcs per hour / 1 day, 8 hours - 1,860pcs

2. The quantity of buttons can be up to 8EA.
3. The work is carried out through the upper and lower thread detection without

any errors.
4. A beginner can work with an indexer easily.
5. Registered memory stores up to 999EA and can be easily found and used.
6. Once the operator sets the front panel, Indexer automatically moves fabric,

and then works with buttons while the indexer is working, the operator can
set up other machines. (Three indexers can be worked on by one person.)

7. Final button check function ensures perfect operation.
8. When working, the air is sucked through the hole and the work is held flat and

pulled.

단추달이기의 모든 것! 전자동 단추달이 인덱서!  SABS-737S-1903B

30여년을 오로지 봉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승일정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업 후 롤러로 제품을 이동시킨다.작업된 제품은 자동으로 적재대에 쌓인다. 천공 공기 흡입으로 작업물을 평평하게 잡아주고 지지대가 작업물을 확실히 잡아당겨 준다.

하단에 위치한 강력한 흡입모터

◆ 특징
1. 작업물의 투입 후 자동으로 설정된 수량의 단추를 달아준 후 정리된다.

최소 50mm / 1시간당 최대 240매 / 1일, 8시간 - 1,860매
2. 단추의 수량은 최대 8EA 까지 달 수 있다,.
3. 윗실 감지 및 밑실 감지를 통해서 공타가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다.
4. 초보가가 쉽게 작업할 수 있다.
5. 등록된 메모리는 999EA 까지 저장되며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6. 작업자는 초기 앞판 셋팅만 해주면 인덱서가 자동으로 이송 후 단추를

달고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기계의 셋팅을 할 수 있다. 
(인덱서 3대를 한명이 작업할 수 있다.)

7. 최종 단추 달림 유무 확인 기능으로 완벽한 작업 실현
8. 작업 시 천공 구멍 공기 흡입으로 작업물을 평평하게 잡아준다.

각 단추 사이 간격은 
0~200m/m까지 
가능하다.

단추의 수량은 최대
8EA까지 가능하다.

첫부분은 최소간격 
50mm까지 가능하다

1시간 당 최대 240매
1일, 8시간 - 1,860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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