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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운팅 툴 (Upper tool)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마운팅 툴은 작업자가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림과 타이어의 손상 없이 마운팅/디마운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I 상부 비드 브레이크 롤러
(Upper roller with Wheel sensor)
설계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휠의 가장자리 위치를 감지하여
휠과 사이드월을 보호하며 작동합니다.

B 퀵 잠금 장치 (Clamping cone)

J 혁신적인 콘솔 (Multifunctional console)

퀵 잠금 장치 사용으로 일반적인 림 또는 리버스 림을 고정하며
림 표면에 클램핑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작업이 가능합니다.

5개의 스위치로 쉽고 빠르게 마운팅/디마운팅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작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선택하여 작업 할 수 있습니다.

C 셀프 클램핑 휠 지지대
(Self-clamping wheel support)

K 트랙션 거치대 (Strage area)

타이어 탈, 부착 과정에서 자동으로 휠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휠의 다양한 사이즈에 적합하도록 3단계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D 하부 비드 브레이커 롤러
(Lower bead breaker roller with wheel sensor)

자주 사용하는 트랙션을 거치 할 수 있습니다.

L 비드 크림 거치대 (Support ring)
비드 크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서포터링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상부 비드 브레이커 롤러 세팅 시, 림의 같은 위치에 세팅됩니다.
림 형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작동하며 림과 사이드월을 보호해줍니다.

M 에어 수분 분리기 (Air treatment)
E 하부 툴 (Bottom tool)

유입되는 압축 공기로부터 수분 제거, 압력 조절, 윤활유 주입 기능.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하부 툴은 작업자가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림과 타이어의 손상 없이 마운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N 수납 공간 (Storage area)
악세서리, 공기 주입 밸브 및 도구 수납 공간으로 사용.

F 인버터 모터 장착 (Motor with inverter)
페달에 공급되는 압력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가변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비드 강/약에 따라 모터 회전 속도가 고속 및
저속으로 자동 제어되는 혁신적인 모터 시스템 장착.

G 휠 리프트 (Wheel lift)
휠을 셀프 클램핑 휠 지지대 위로 쉽고 편하게 들어 올려 줍니다.

O 에어 게이지 (Pedal-operated inflating device)
주입 밸브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거나 신속하게 공기를 주입하여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측정합니다.

P 콘트롤 PC
(Control unit with PC, key-board, monitor)
콘트롤 PC로 휠의 제원 입력과 컴퓨터 인공지능 전자동 모드 사용.

H 회전 헬퍼 암 (Rotating bead depressor)

Q 비드 시트 (CAPTURE 4 F.I)

UHP 타이어, 런플렛, PAX 타이어 등의 빠른 마운팅에 유용합니다.
헬퍼 암은 마운팅 중에 사용되며 타이어 비드를 눌러 같이 회전하며
재삽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롭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시스템으로(FI 버젼) 어떠한 튜브리스
타이어 림 직경에도 압축 공기 주입이 가능한 방식이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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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PC 전자동모드
타이어 제원 입력 후 전과정 자동 실행
휠과 타이어의 긁힘이나 손상 없이 안전한 작업 가능
PC에 미리 설정된 작업 과정으로 작업 시간 단축
인버터 모터 적용으로 회전속도가 조절되어 타이어를 보호
초스피드 작업(UHP, RFT 타이어 탈부착 작업 55초~75초)
데이터 저장 공간/데이터 전송(100,000개 휠 데이터 저장 가능)
특허받은 마운팅 툴로 레버 없이 탈부착 작업
밸브(TPMS) 보호 작업
특허받은 인플레이션 장치(FI)
추가 그립 클램핑 장치 및 3단계 높이 조절 장치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를 작업자가 선택 가능
타이어의 탈착/부착 작업, 반복 작업 반복 장착 작업 가능
자동 근접 센서 적용으로 휠과 비드를 자동 인식

작업자 친화적인 콘솔
작업 롤러와 도구를 조작하기 위한 버튼의 콘솔박스는
간편한 조작으로 작업 과정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수동 모드로 작업시, AIKIDO 34 모델 동일 적용)

PC 진행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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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드 (Automatic Mode)
림 가장자리에 상부, 하부 롤러를 위치하고 휠을 회전시켜
상부 롤러 지점에 타이어 공기 주입 밸브를 위치 시킵니다.
START(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어 탈착기가 자동 모드로
작동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휠이 작업 완료되면, 시작 위치는 빠르게 위치되어
자동으로 다시 반복적인 탈, 부착 작업이 실행됩니다.

■

■
■

타이어의 제원을 입력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입력할 프로그램을 선택 :
SOFT
STANDARD
RF/UHP
작업자는 타이어의 유형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 롤러를 림 가장자리에 위치시키고 타이어의 공기 주입 밸브는 롤러의 위치에
일치시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시작되고 프로그램 된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다시 전체 과정을 시작할 필요없이
중지 된 시점으로부터 작업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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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진행 선택
전원을 켜면 타이어 탈착기는 작업 진행 기능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탈착/장착 진행 과정 (표준 작업 시)
- 탈착 진행 과정 (타이어의 탈착 과정 반복 시)
- 장착 진행 과정 (자동차 제조 공장의 장착 반복 시)
사전 설정으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압 비드 브레이커 롤러
완벽한 림 보호를 위해 스크래치 방지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림 엣지 센서는 롤러가 타이어의 사이드 월을 손상시키지 않고 비드 작업에 가능하도록
자동적으로 앞으로 이동하여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DATA BANK)

인버터 모터

휠 제원 100,000개의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메모리 :
- 클라이언트 이름
- 차량 번호
- 모든 노트

작업의 필요에 따라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인버터에 의한 속도 제어로 타이어를 보호합니다.

데이터 전송(DATA TRANSFER)
CAPTURE 탈착기 간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타이어를 작업할 때 유용합니다.
- 같은 위치
(대형 타이어 샵, 차량 또는 타이어 제조 공장)
- 다른 위치
(타이어 체인점, 자동차 딜러 그룹)
경험이 부족하고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도 간단한
작동 교육으로 힘든 타이어 작업을
쉽고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SUPER FAST

55”
75”

플레이트 위로 휠이 고정되면 런플랫이나 UHP 타이어
탈부착 작업은 55초~75초 이내로 가능합니다.
탈착기에 부착되어 있는 리프트로 휠을 들어올려
고정 플레이트 위에 장착과 작업 후 해제하는 시간은
총 35초 이내로 소요되고 탈부착 작업에 필요한
전체 시간은 90초~110초의 시간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TPMS 센서 밸브 보호
밸브 위치를 상부 롤러의 방향에 맞게 배치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소프트웨어는 전체 작업 진행 과정에
밸브를 보호하도록 유지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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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인플레이션 장치 F.I SYSTEM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장치는
모든 휠 사이즈에 공기 주입이 가능하여
빠르게 비드 안으로 압축 공기를 주입시켜줍니다.

특별한 잠금 장치와 3단계 작업 높이 조절 장치
하나의 잠금 장치로 휠을 쉽게 고정할 수 있으며
회전하는 동안 그립핑 압력은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작업 높이 제어
작업 플레이트 높이를 기억하여 자동으로 작업 주기를 계산하고 플레이트 높이가 변경되어
타이어의 작업 위치가 변경된 경우 자동으로 높이 변경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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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마운팅 툴
특허받은 마운팅 툴은 일반적인 레버가 필요 없이
타이어 비드와 림 사이로 특수 재질의 마운팅 툴이 삽입되어
서서히 비드를 잡고 최소 공간에서 끌어올려줍니다.

언더 마운팅 툴
언더 마운팅 툴은 하단 비드와 림 사이에서
타이어를 들어 올려주며 마운팅/디마운팅 작업에 사용됩니다.

CAPTURE 4.FI 기본 구성품

비드 푸셔 풀링 시스템
(UHP, Run-Flat
타이어에 사용)

경트럭 플랜지

확장 가드

콘 가드

CAPTURE 4.FI 옵션

턴테이블 가드

에어 게이지

퀵 클램핑 어댑터

유니버셜 플랜지

Mercedes-Benz Smart

Airdraulic.24 AX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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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1785

AIKIDO.34 Light

1841.5

Airdraulic AX

Specific Models Recommended by BMW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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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항목

탈착기 제원

림 직경

10”~34”

최대 림 폭

15”(381mm)

최대 타이어 직경

54”(1370mm)

상/하 비드 브레이크 파워(각 암)

1200 Kg

최대 회전력

140 Kgm

비드 브레이커 작동

automatic

회전 모터

1.5 Kw invertor + 0.74 Kw motor

에어 사용 압력

8~10 bar

전원

220V 60Hz

중량

540 Kg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테콤길 56(사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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