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1010
     

 
최고의 효율성 - 동급(70W급) 최강의 강력한 파워 솔더링 스테이션



특장점  

강력한 출력, 사용자 친화적,  
비용대비 효율성

 › 70 W의 강력한 출력으로 인해

빠른 작업 속도 지원

 › 사용하기 쉬운
고성능 인두기 핸들

 › 조작하기 쉬운 메뉴얼 구성

 › 저렴한 가격

최고의 신뢰성과 안전성
 

 › 안전한 작업을 위해

내열성 실리콘과 ESD safe를

적용한 인두기 핸들 

 

 
› 안전성이 보강된 핸들 거치대

 

 
› 온도 안전성 (+/- 2°C )과

온도 잠금 장치는 인두팁과

구성 요소를 보호하여

지속적인 고품질 작업을 수행

반복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 대기 모드와 자동 셋백 기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장비를

보호합니다.

 

 
› 사용자 설정 보호를 위한

암호 기능

70 W soldering iron
 › 더욱 강력하고 세밀하게

 › 도구 없이 팁 교환 가능

 인체공학적 핸들

 › 손의 피로감을 덜어주어 더욱 정밀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강화된 안전 장치

 › 한층 더 높아진 안전성 확보  

내열성 실리콘 케이블 
› ESD safe

 

디지털 LCD 스크린

 › 쉽고 편리한 화면 구성 메뉴 컨트럴 버튼
› 온도
› 비밀번호
› 대기 및 자동 셋백 모드

 
대기모드
 ›

›
장비보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전면 전원 장치 

 › 편리한 on/off 컨트럴  

70 W power station
 ›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계된 70W 전력
 

 › 빠른 온도 상승과 복원력

ET tip 시리즈 사용

 › 저렴하고, 수명이 긴 ET tip 시리즈 중 선택 가능 
 

Weller New Version
새로워진 WE 솔더링 스테이션으로 납땜을 시작해보세요.
Weller는 교육, 취미 및 전문 사용자들을 위해 새롭게 설계된 인두기를 소개합니다.

고출력

쉬운 사용법

신뢰할 수 있는

비용절감

온도 잠금기능

 › 꾸준한 고품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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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핸들링

 › ESD safe

 › 인두기와 인두 핸들은 전기 안전을 위한 모든 검사를

통과했고,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KTL, KTC, CE,  UL)

 › 내열성 실리콘 케이블은 기계적 강도

(과부하/스트레스)에 대한 업계 최고 표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 ESD safe 인증을 받은   WE 인두기는 안심하고,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 안전성

 › +/-  2°C (MIL의 기준치 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 온도 잠금 장치가 온도를 안정화하여 팁과 구성

요소들을 보호하고, 균일한 고품질 납땜 공정을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작업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기 모드

 ›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인두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대기 온도로 자동 조절 됩니다.

 

 
자동 셋백

 ›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두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인두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설정된 대기

온도로 자동 조절 됩니다.

 

 
비밀번호 잠금기능 

 › 프로세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모든 설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업 시간이  
빨라 집니다.  

 › 동급의 50W 인두기보다 디지털화 된 70W 인두기로

40%의 파워를 더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른 인두기 온도 상승과 회복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뛰어난 효율성과 정밀성으로 더욱

빠른 작업을 가능케 합니다.

  손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고성능 인두핸들

 

인체공학적 설계와 공구 없이 팁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고성능 70W 인두 핸들:

 › 미끄럼 방지와 손쉬운 그립을 위한 몰딩이 있는

가벼운 펜슬 스타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 새롭게 개선된 안전 장치로 인해 작업 중 인두 핸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쉬운 네비게이션 

 

 › 전면 패널에 전원 스위치가 있는 최첨단 하우징으로 디자인 되어 있어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 온도를 쉽게 조절 할 수 있도록 2개의 버튼과 읽기 쉬운 LCD 화면 을 

제공합니다.

  쉬운 팁 교체와
저렴한 가격대비 최고의 가성비

 › 공구 없이 인두기 핸들의 플라스틱 너트를 풀어 뜨거운 팁을

교환 할 수 있습니다.

 › Weller 인두기와 저렴한 ET 시리즈 팁은 최고의 성능과 긴 수명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다양한 Weller ET 시리즈 팁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WE 솔더링 스테이션으로 작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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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ories
Order no. Description

T0058770714 WEP70 TIP RETAINER

T0058770715 WEP70 SOLDERING IRON

T0058770706 PH70 SAFETY REST WITH SPONGE

TC205 SPONGE REPL ACEMENT

ET SERIES TIPS

  WE Soldering Station Kit
Order no. Description

T0053298699 WE1 STATION 220V

WEP70 SOLDERING IRON 
PH70 SAFETY REST WITH SPONGE

ETA TIP  0.062” / 1.6 MM

※특장점

 › 전문적인 납땜 작업을
손쉽게 가능

  

 

 › PCBs

 › 전자식 키트 

 › 교육용

 › 무선 조정

 › 내부 조명

 › 저전압 장치 

 › 케이블 조립

 › 취미용 

 › 작은 기기

 › 작지만 강력한 파워 

 › 신속한 A/S

 › 공예용

 › 오디오 시스템 

 › Electrical

●
 추천  가능

ET soldering tips

기술테이터

크기(L x W x H)
150 x 125 x 100 mm
/ 1.4kg

전압 220 V / 50 Hz ~ 60 Hz  

출력 70 W              

온도 범위 100°C– 450°C                    

온도 정확성 +/- 5°C    

온도 안전성 +/- 6°C                     

ESD safe yes                 

기본팁 ET A

WE 인두기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WE 솔더링 스테이션은 특별히 교육 및 전문 

입문용 레벨에 맞추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용 인두기로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기 쉽고 경제적입니다.

Conical

A = Width mm
B = Thickness mm
C = Length mm

Model A B C PU Order No.

ET OL

Gullwing tip

Model A B C PU Order No.

ET GW

ET C HPB 
SOLDERING TIP 
FE+NI

ET SMD 2,5 x 
1,5 mm

ET SMD 3,8 x 
1,5 mm

Model A B C PU Order No.

Esk 583  

Knife tip

Chisel

Model A B C PU Order No.

ET A

ET B

ET C

ET D

ET DS 
SOLDERING TIP 
50MM

ET E

Model A B C PU Order No.

ET HL

ET L

ET M

ET R

ET KL

ET SL

Round

Model A B C PU Order No.

ET AA 
SOLDERING TIP 
16MM

ET BB

ET CC

Model A B C PU Order No.

ET CS

ET F

ET P

4ETHL

4ETOL

4ETKL

4ET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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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Weller Tools GmbH 
Carl-Benz-Straße 2 
74354 Besigheim

Tel: +49 (0) 7143 580-0  
Fax: +49 (0) 7143 580-108

CHINA

Apex Tool Group 
2nd Floor, Area C, 177 Bibo Road,  
Pudong, Shanghai, 201203 

Tel: +86 (21) 60880288  
Fax: +86 (21) 60880298

USA

Apex Tool Group,
670 Industrial Drive
Lexington SC, 29072

Tel: +1 (800) 688-8949 
Fax: +1 (800) 234-0472

Weller®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pex Brands, Inc. | © 2017

ATG-3473 |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www.weller-tools.com

Also offering an extensive selection in professional filtration and Erem
®

 and Xcelite®  precision t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