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고소작업
플랫폼
참조 설명서

전동식
고소작업 플랫폼

환경친화성을
유지하려면 주황색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환경친화적 장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신규 시공과
리노베이션에 있어 환경친화적 건물을 요구합니다. JLG®
의 고소작업 플랫폼 라인은 리프트 업계의 환경친화적
장비입니다.
JLG 전동 고소작업 플랫폼은 주행시간 및 가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 구동장치가
업계 최고의 듀티 사이클로 고객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효율적인 장비 설계로 정기적인 서비스를 줄이고
작업장소를 한층 더 정숙하게 하며 유압 오일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배기가스가 없습니다.
작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12 ft ~ 60 ft의 시저리프트,
붐리프트 또는 마스트리프트에 이르는 JLG의
전동 리프트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작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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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시리즈
전동 시저리프트

초과근무
준비완료

이중 용량

ES 시리즈 시저리프트로 줄어든
충전시간과 늘어난 가동시간의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더 오랜 시간 작업을 할 수

늘어난 가동시간

전기 구동장치는 한번
충전으로 유압 구동 장비
대비 2배에 달하는 배터리 수명을 가집니다.

2630ES와 3246E는 이중정격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2630ES의 제한 적재용량은 500
lb이며 무제한 적재용량은 800 lb입니다.
3246ES의 제한 적재용량은 700 lb이며
무제한 적재용량은 1,000 lb입니다.

있고 하루 내에 더 많은 작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직 2개의 호스와 4개의 고정장치로
정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고
누출의 가능성을 줄이는 더 청정한 장비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 lb의 용량, 가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례 제어장치 및 액세서리
패키지 옵션으로 작업 완료를 위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한손으로 조작

완전비례 구동장치 및 리프트 조작은 한층
더 부드럽고 효율적입니다.

협폭 또는 광폭 플랫폼

1930ES , 2030ES 및 2630ES는 표준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30” 협폭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2646ES와 3246ES
는 보다 많은 작업자, 공구나 자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46”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투피스 브레이크 커버
내부식성 브레이크 조립품이
제동장치의 수명은 늘리고
운영비용은 줄입니다.
ES 시리즈
장점
■

소유비용 저감.

■

전용 용도별 액세서리 패키지.

■

더 넓어진 플랫폼과 더 커진 용량.

■

3개의 30 in.(76 cm) 폭의 모델은 좁은
출입구와 복도에 적합.

■

자동 정방향 트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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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모터 케이블

개선된 케이블로 서비스 중 부설시
변형해소와 일관성 유지.

ES 시리즈
전동 시저리프트

내장 결함 코드 표시

장비 상태에 대하여 즉각적
피드백. 내장 디스플레이가
분석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시각적 지시기를 제공하며,
문제해결 시간을 절감.

플랫폼 케이블

도금강 파스너로 고정시킨
케이블이 효과적으로
배선되어 조작자의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음.

덱 확장

이물질이 확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재설계.

캐스트 휠

두꺼운 중량의 캐스트
휠로 과다조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

한층 더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운영비
용 저감
단 2개의 호스와 4개의 피팅으로 누설저감,
신뢰성 향상, 정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감소.

접근 용이성

강철 커버가
달린 슬라이드
방식의 배터리
트레이도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수많은
특성 중 하나.

내부식성의 고품질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데크는 조작자를 위해
미끄러짐은 줄이고
접지력은 향상되도록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포함.

3

RS 시리즈
전동 시저리프트

항시 바로		
작업 가능

늘어난 가동시간

ES 시리즈와 유사한 업계
최고의 듀티 사이클을
제공하는 직류 전기 구동장치.

상업용 건물에서 병원, 학교 및 시설
유지보수 용도에 이르기까지, 작업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 RS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 시리즈의 견고성
및 단순한 설계는 최고의 신뢰성을

소유비용 저감

보장합니다. 이는 성능과 품질을 저해하지

전복 방지(Pothole
Protection) 시스템의 모든
가동 부품을 제거하여 수리
또는 교체 필요성을 줄인
수동형 전복 방지.

않으면서 바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입니다.
최대 9.75 m의 높이와 320 kg의 용량을
갖춘 2개의 모델에서 선택하십시오.
ES 시리즈와 유사한 혁신적인 조작자
제어장치와 작은 회전 반경은 사용
편의성과 작업 현장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다기능 디지털 지시계는 배터리 평가 및
장애 진단을 간소화합니다.

뛰어난 이동성

ES 시리즈와 유사한 혁신적인
조작자 제어장치와 작은 회전 반경은
사용 편의성과 작업 현장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RS 시리즈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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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시리즈와 유사한 업계 최고의 듀티 사이클을
제공하는 직류 전기 구동장치..

■

전복 방지(Pothole Protection) 시스템의 모든
가동 부품을 제거하여 수리 또는 교체 필요성을
줄인 수동형 전복 방지.

■

신뢰성 향상을 위한 오직 4개의 호스.

■

서랍식 배터리 격실이 없어 접근이 용이한
배터리 저장소.

■

두 모델 모두 아무런 도움없이 최대 25%의
경사를 등판하거나 횡단 가능.

LE 시리즈
대형 전동 시저리프트

온슬래브 및 오프슬래브
모두에서 탁월한 성능
소음과 배기가스 없이 광범위한

두가지 모델 모두 양개형 표준출입구에

지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LE 시리즈

적합하여 그러한 출입구로 작업현장 출입이

시저리프트는 표준 진동 액슬, 35% 등판

가능합니다.

능력, 견고한 전지형 타이어 및 사륜 구동을
통해 슬래브를 이탈하여 진흙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직렬 전기 구동 시스템은
까다로운 작업을 위해 필요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딥사이클 배터리로 듀티
사이클이 타 전기 시저 대비 두배가 됩니다.

상시 자동 트랙션
컨트롤 및 진동 액슬은
오프슬래브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LE 시리즈
장점
■

경쟁사 시저리프트 대비 2배에 달하는 듀티
사이클.

■

실내든지 실외든지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는 4
륜구동.

■

1,000 lb를 지지하는 플랫폼(3369LE), 800 lb를
지지하는 플랫폼(4069LE)과 250 lb를 지지하는
확장 플랫폼.

■

유해가스 배출이 전혀 없으며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 정숙한 작업.

■

다중 전원 옵션은 비용 절감을 위해 향상된
연비를 가진 내장 디젤 구동 발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

QuikCharge GenSet은 연속가동을 위해
리프트를 자동 충전합니다.

■

33 ft (3369LE) 및 40 ft (4069LE) 플랫폼 높이는
각각 39 ft와 46 ft의 작업높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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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0 E S 시리즈
전동 마스트리프트

소형. 막강함.
높은 생산성
초소형 1230ES 마스트리프트는
화물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만큼 소형이며
중량에 민감한 바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경량입니다. 고효율 전기구동
장치는 충전을 거쳐 작업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더 오랜 시간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가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500 lb 용량으로 1230ES는

공구함

최대 높이에서도 고객 및 고객의 장비를

워크스테이션은 공구함과
파스너 트레이, 110V
AC 콘센트 및 한손조작
컨트롤러 구동을
포함합니다.

운반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전동 구동으로 1230ES
는 동급 최고의 가동시간을 가진
리프트입니다. 마스트에 체인도 케이블도
롤러도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
및 운영비용을 저감시킵니다. 호스가 4
개뿐이라서 유체 누출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어 작업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살롱 게이트

출입이 용이한 살롱
스타일 스윙 게이트.

98% 더 청정

호스와 커플링의
수가 적어
누수발생가능지점이
줄어듬.

1230 ES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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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이내 상승 및 하강이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

■

좁은 작업공간을 위한 5”의 회전반경.

■

마스트에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하는 체인, 케이블이나 롤러가 없음.

■

논마킹 고무를 갖춘 고강도 강재 바퀴로
승차감 개선.

서비스 편의성

• 중하중용 힌지를 갖춘
100% 강철로 이루어진
배터리 도어.
• 내구성을 제공하는
견고한 디자인과
강력한 12ft 마스트.

T o u c a n® 시 리 즈
마스트형 붐리프트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접근 가능
JLG Toucan® 수직형 마스트리프트로 오버헤드 작업도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립라인, 선반, 덕트 또는 파티션 상부 및
주변에서 보다 쉽게 방해물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45도
회전 마스트, 최대 10.65 m의 리프트 높이와 5.55 m 이상의 지브
도달 거리로 위치제어가 한층 더 용이합니다. 200 kg 적재용량과
가동 시간이 긴 전동 구동으로 Toucan은 시간이 흐르고 해가
갈수록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시설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
공장 유지보수, 리툴링, 입고, 검사, 리모델링 및 일반 시공 —
Toucan 시리즈라면 믿고 생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만큼 다기능
승차감 향상을 위한 두꺼운 고무의 논마킹 타이어,
청정하고 효율적인 전동 구동과 25%~30%의
등판능력으로 접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상의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부드러운 비례 제어, 협폭 섀시와 한층
더 길어진 수평 아웃리치는 표준으로 제공되는 특성으로
작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Touc an
장점

®

시리즈

■

소형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접근.

■

최대 5.5 m의 수평 아웃리치와 최대 7.12 m
의 수평 올림 도달거리를 제공하는 다기능성
관절 지브.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제어능력을 위한
345도 회전 마스트.

■

2인의 작업자와 자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

오래 지속되고 환경 친화적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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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0 0, E4 0 0 및 E450 시리즈
전동 관절형 붐리프트

생산성의 전환점
E 시리즈 붐 리프트는 업계 선두적 성능을 갖춘 환경 친화적
장비입니다. 3개의 플랫폼 높이와 섀시폭 중 작업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지브 옵션을 이용해
진입이 어려운 구역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속 성능
E 시리즈는 업계 최고의 듀티 사이클로 경쟁 제품보다 최대
50% 길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중 전원 옵션을 통해 24시간
연속 구동할 수 있고 QuikCharge GenSet 자동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게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조작성. 내부 및 외부
자동 트랙션 제어로 양측 구동 바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트랙션이 향상됩니다.

E300, E400 및 E450 시리즈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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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lb (227 kg) 플랫폼 용량.

■

표준 또는 협폭 섀시 중 선택.

■

업계 최고의 듀티 사이클.

■

180도 수평 이동이 가능한 전용 JibPLUS® 붐 옵션.

■

유해가스 배출이 전혀 없으며 소음이 적음.

E60 0 시리즈
전동 관절형 붐리프트

청정하고 환경친화적인
60 ft 장비
E600 시리즈는 전동 붐리프트에서 최대의 높이를
제공합니다. 4개의 구성으로 전동 또는 다중
전원, 표준 관절 또는 JibPLUS® 포함
관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논마킹 전지형 타이어로 망설임없이
온슬래브 또는 오프슬래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트랙션 컨트롤, 4륜구동
옵션 및 표준 진동 액슬로 험한 지형에서의
주행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분야에서의 응용, 유지보수, 건설 또는 그 사이의 어떤 작업을
포함하든지, E600 시리즈는 유해가스 배출이 전혀 없으며 소음이
적습니다.

E600 시리즈
장점
■

43 ft 이상의 수평 아웃리치.

■

유해가스 배출이 전혀 없으며 정숙한 작업.

■

다중 전원 시스템으로 빠른 충전 시간.

■

15,000 lb (6,804 kg)의 가벼워진 차량 총중량.

■

표준 진동 액슬 및 4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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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크롤러 시리즈
전동 관절형 붐리프트

JLG® 컴팩트
크롤러 붐으로 타
장비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

조작자 친화적

제어장치는 플랫폼에
원터치 아우트리거
레벨링과 대화형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컴팩트 크롤러 붐의 가벼운 중량과
고무 트랙으로 현장의 더 많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4 m ~ 23 m 범위의
작업높이를 가진 3개 모델로 JLG 컴팩트
크롤러 붐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트랙바퀴
왕복대와 문, 지면, 표준 출입구 및 공공건물을
통과하여 접근할 수 있는 협폭 섀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컴팩트 크롤러 시리즈
장점
■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운송의 용이성 증대.

■

조작성 및 접근성 향상.

■

환경 친화적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전기 전원과 내연기관을 결합.

■

가동에 필요한 아우트리거 및 레벨링 능력
제공.

■

경량으로 바닥하중 저감 및 운송의 용이성.

본 책자에 표시된 사진은 설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기술된 제품, 전사 또는 기타 상세는
제조업자의 재량에 따라 변동이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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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G® Ground Support

고객의 작업이
최우선
Ground Support는 전적으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생산성 향상. 고객의 수익성
제고. 고객의 가동시간 증대. 장비 구입에서 후속
교육, 부품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대체부품

순정 대체 부품, 액세서리, 어태치먼트,
재생부품 및 경쟁 부품을 모두 하나의
공급원(JLG)을 통해 확보하여 장비의
최고 성능을 유지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콜센터

고객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당사를
귀하를 위하여 대기중인 개인적인 상근 서비스
지원팀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장비에 대하여 완벽히 알아야 작업에서
한층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강사진이 이끄는
강좌는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습시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센터

고객의 필요에 맞게. 고객의 가동시간 증대. JLG
는 수리, 재조정, 당일 부품 등 고객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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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y ® 시리즈의 워크스테이션
액세서리
파이프/도관 굽힘기 걸이

JLG 워크스테이션

12V 플러그 옵션

잡아당겨 낼 수 있는 작업대
드릴 포트

왕복톱 포트

전선 거치대

6” x 6”
보관함
배터리 충전기
포트
원형톱 걸이

레일 장착
바이스

접이식 파이프/도관 랙

Sky® 액세서리 패키지의 워크스테이션 옵션은 전기, 배관,
시공 및 플랜트 유지보수 전문인력의 특별한 필요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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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y ® 시리즈의 워크스테이션
액세서리

시저리프트의 다기능성을
확장시키는 액세서리
Sky® 액세서리 패키지의 워크스테이션은 공구와 부품을 팔만

ES 시리즈 액세서리
1930ES 2030ES 2630ES 2646ES 3246ES
전기 패키지

N/A

N/A

N/A

•

•

배관 패키지

N/A

N/A

N/A

•

•

플랜트 패키지

N/A

N/A

N/A

•

•

•

•

•

•

•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왕복톱,

12V 플러그가 불포함된 워크스테이션

드릴, 원형톱, 배터리 충전기 및 6” x 6” 부품상자 등

12V 플러그가 포함된 워크스테이션

격실을 사용해 플랫폼 공간을 최적화

패널 캐리어

할 수 있는 착탈식 워크스테이션을

Miller 가 만든 Quik Welder

포함하는 패키지중 선택을 하십시오.

Pipe Racks
바이스

또한, 편평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레일 상단 부근에
잡아당겨 낼 수 있는 작업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선 거치대

®

•

•

•

•

•

N/A

•

•

•

•

•

•

•

•

•

N/A

•

•

•

•

N/A

N/A

N/A

•

•

•

•

•

•

•

전기 패키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공구를 요하는 전기공사를 위하여
JLG® 워크스테이션은 공구를 플랫폼의 바닥이 아닌 도달 거리
내에 둡니다. 수납이 가능한 작업대와 성형된 포켓이 충분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탁
트이게 만듭니다. 전선 거치대는 권선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상형 전선거치대와 관련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6개의 500 ft
와이어 스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관 패키지
제조업자가 승인한 Pipe Rack은 배관업체가 자재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 외부의 격실은 레일의 손상을 막고
공간을 최적화합니다.

플랜트 유지보수 패키지
플랜트 유지보수 패키지는 플랜트 유지보수 전문가가 일반적
수리부터 전기 및 기계적 설치까지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기패키지 및 배관패키지의 인기있는 품목을 결합한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수리를 위해 장비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형 용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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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고소작업 플랫폼
사양
1230ES

1230ES 전동 마스트리프트
ES

1230

플랫폼 높이

12 ft (3.66 m)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500 lb (227 kg)

플랫폼 크기

특징
•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승강식 마스트
설계 - 윤활이나
조정을 요하는 체인,
케이블이나 롤러가
없음.

27 x 49.5 in. (0.68 x 1.25 m)

전폭

30 in. (76 cm)

중량

1,740 lb (790 kg)
4 x 6V
220 amp-hr

동력원

가용 옵션
1000 Watt - AC 인버터/충전기
황색 점멸 신호등

•
•

• 유압 호스는 4개뿐 유지보수를 줄이고
누출 가능성 저감.
• 소형, 가벼운 차량
총중량 -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 맞음.

1930ES

2030ES

2630ES

2646ES

3246ES

18 ft 9 in. (5.72 m)

20 ft (6.10 m)

25 ft 6 in. (7.77 m)

26 ft (7.92 m)

31 ft 9 in. (9.68 m)

500 lb (227 kg)

800 lb (363 kg)

500/800 lb (227/363 kg)

1,000 lb (454 kg)

700/1,000 lb (318/454 kg)

ES 시리즈 전동 시저리프트
플랫폼 높이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플랫폼 크기

특징
• 최고의 작업 성능
- 듀티 사이클을 2
배로 하여 늘어난
가동시간, 회전반경이
작아 조작성 및
위치제어 능력 향상,
견고한 디자인.
• 협폭 모델 -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유지보수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
• Sky® 옵션 및
액세서리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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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x73.5 in. (0.76x1.87m) 30x90.5 in. (0.76x2.3 m) 30x90.5 in. (0.76x2.3 m) 44x98.5 in. (1.12x2.5 m) 44x98.5 in. (1.12x2.5 m)

전폭

30 in. (76 cm)

30 in. (76 cm)

30 in. (76 cm)

46 in. (1.17 m)

46 in. (1.17 m)

중량

2,750 lb (1,247 kg)

3,750 lb (1,700 kg)

4,750 lb (2,155 kg)

4,770 lb (2,163 kg)

4,780 lb (2,168 kg)

4 x 6V
220 amp-hr

4 x 6V
220 amp-hr

4 x 6V
220 amp-hr

4 x 6V
220 amp-hr

4 x 6V
220 amp-h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력원

가용 옵션
1000 Watt - AC 인버터/충전기
황색 점멸 신호등
스프링 작동식 게이트
245 Amp-Hr 배터리
AGM 배터리
리프팅 러그
UL® EE Rating
플랫폼 패딩
근접 스위치가 장착된
플랫폼 패딩
1/2 in. 플랫폼 연결 에어 라인
Nite Bright

사양서 전체를 확인하려면 www.jlg.com을 방문하십시오.

전동식 고소작업 플랫폼
사양
6RS

10RS
특징

RS 시리즈 전동 시저리프트
플랫폼 높이

19 ft (5.8 m)

32 ft (9.75 m)

500 lb (227 kg)

705 lb (320 kg)

27 x 72 in. (0.68 x 1.82 m)

42.5 x 84.7 in. (1.08 x 2.15 m)

전폭

32 in. (0.812 m)

48 in. (1.22 m)

동력원

4 x 6V 220AH
25 amp

4 x 6V 220AH
25 amp

3,000 lb (1,360 kg)

5,070 lb (2,300 kg)

3369LE

4069LE

33 ft (10.06 m)

40 ft (12.19 m)

1,000 lb (454 kg)

800 lb (363 kg)

65 x 115 in. (1.65 x 2.92 m)

65 x 115 in. (1.65 x 2.92 m)

전폭

5 ft 9 in. (1.75 m)

5 ft 9 in. (1.75 m)

중량

9,760 lb (1,247 kg)

10,560 lb (4,790 kg)

8 x 6V
370 amp-hr

8 x 6V
370 amp-hr

•
•
•
•
•
•
•
•
•
•
•

•
•
•
•
•
•
•
•
•
•
•

플랫폼 적재용량
플랫폼 크기

중량

• 직류 전동 구동으로 늘어난 가동시간
• 단순화된 구조, 구매 비용 및 소유
비용 절감
• 작은 회전반경으로 사용의 용이성 및
뛰어난 이동성

LE 시리즈 대형 전동 시저리프트
플랫폼 높이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플랫폼 크기

동력원

110V AC 전원 팩 인버터
황색 점멸 신호등
유압 레벨링 잭
플랫폼 작업등
자동폐쇄 진입구
타이어 - 폼(Foam) 충진 모래/잔디
1/2 in. 플랫폼 연결 에어 라인
상부 레일 패딩
레일 및 데크 패딩
생분해성 유압유
JLG QuikCharge Gen Set

특징
• 경쟁사 시저리프트 대비 2배에
달하는 듀티 사이클.

가용 옵션

• 탁월한 오프슬래브 성능 - 상시 자동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표준
진동 액슬 및 전지형 타이어.
• 강력한 옵션 - QuikCharge GenSet
및 4륜구동.
• 접이식 핸드 레일.

E300AJ

E300AJP

30 ft 2 in. (9.19 m)

29 ft 5 in. (8.96 m)

500 lb (227 kg)

500 lb (227 kg)

수평 아웃리치

20 ft 3 in. (6.17 m)

20 ft 1 in. (6.14 m)

수평 올림 높이

13 ft 2 in. (4.01 m)

13 ft 2 in. (4.01 m)

전폭

48 in. (1.22 m)

48 in. (1.22 m)

중량

15,060 lb (6,831 kg)

15,400 lb (6,985 kg)

48V DC 8 x 6V
305 amp-hr

48V DC 8 x 6V
305 amp-hr

•
•
•
•
•
•

•
•

E300 시리즈 전동 붐리프트
플랫폼 높이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동력원

가용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플랫폼 작업등
상부 레일 연결 메시- 볼트접합 알루미늄
1/2 in. 플랫폼 연결 에어 라인
1200 Watt 인버터
UL® EE Rating
370 amp-hr 배터리

•
•
•

특징
• JibPLUS® 옵션을 갖춘 4 ft (1.22 m)
관절 지브.
• ATC(자동 트랙션 컨트롤)로
울퉁불퉁한 표면에서의 성능 향상.
• 48 in.(1.22 m)에 불과한 초협폭.
• 빠른 사이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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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고소작업 플랫폼
사양
E400A Narrow

E400AJP

E400AJP Narrow
M400AJP Narrow

E400/M400 시리즈 전동 붐리프트
플랫폼 높이

40 ft (12.19 m)

40 ft (12.19 m)

40 ft (12.19 m)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500 lb (227 kg)

500 lb (227 kg)

500 lb (227 kg)

수평 아웃리치

21 ft 2 in. (6.45 m)

22 ft 5 in. (6.83 m)

22 ft 5 in. (6.83 m)

수평 올림 높이

21 ft 6 in. (6.55 m)

21 ft 6 in. (6.55 m)

21 ft 6 in. (6.55 m)

전폭

4 ft 11 in. (1.50 m)

5 ft 9 in. (1.75 m)

4 ft 11 in. (1.50 m)

중량 —M 모델, 300 lb (136 kg) 추가

13,100 lb (5,942 kg)

13,700 lb (6,214 kg)

14,900 lb (6,759 kg)

48V DC 8 x 6V
370 amp-hr
-

48V DC 8 x 6V
370 amp-hr
-

48V DC 8 x 6V
370 amp-hr
45 amp Kubota

•
•

•
•

•

•
•
•
•
•

E450A

M450A

E450AJ

M450AJ

플랫폼 높이

45 ft (13.72 m)

45 ft (13.72 m)

45 ft (13.72 m)

45 ft (13.72 m)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500 lb (227 kg)

500 lb (227 kg)

500 lb (227 kg)

500 lb (227 kg)

수평 아웃리치

23 ft 1 in. (7.04 m)

23 ft 1 in. (7.04 m)

23 ft 9 in. (7.24 m)

23 ft 9 in. (7.24 m)

수평 올림 높이

24 ft 7 in. (7.49 m)

24 ft 7 in. (7.49 m)

25 ft 3 in. (7.7 m)

25 ft 3 in. (7.7 m)

• 동급 최고의 붐 속도.

전폭

5 ft 9 in. (1.75 m)

5 ft 9 in. (1.75 m)

5 ft 9 in. (1.75 m)

5 ft 9 in. (1.75 m)

• ATC(자동 트랙션 컨트롤)로 울퉁불퉁한
표면에서의 성능 향상.

중량

12,600 lb (5,715 kg)

12,900 lb (5,851 kg)

14,400 lb (6,532 kg)

14,700 lb (6,667 kg)

• 장비의 연속 조업을 위한 자동 충전을
제공하는 QuikCharge GenSet 옵션.

동력원

48V DC 8 x 6V
370 amp-hr
-

48V DC 8 x 6V
370 amp-hr
45 amp Kubota

48V DC 8 x 6V
370 amp-hr
-

48V DC 8 x 6V
370 amp-hr
45 amp Kubota

•
•
•
•
•

•
•
•

•
•
•
•
•

•
•
•

특징
• JibPLUS 모델은 좁은 공간에 접근 및
작업가능.
®

• 좁은 복도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조작성을
위한 4 ft 11 in. 협폭 섀시 모델.
• ATC(자동 트랙션 컨트롤)로 울퉁불퉁한
표면에서의 성능 향상.
• 장비의 연속 조업을 위한 자동 충전을
제공하는 QuikCharge GenSet 옵션.

동력원
발전기 세트 —M 모델

가용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플랫폼 패딩
조명등 패키지
UL® EE Rating
1200 Watt 인버터
상부 레일 연결 메시—볼트접합 알루미늄

•

E450 시리즈 관절형 붐리프트

특징

• Jib 모델은 좁은 공간에 접근 및 작업가능.

발전기 세트 —M 모델

가용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추락방지 플랫폼 36 x 72 in. (0.91 x 1.83 m)
플랫폼 패딩
솔리드 논마킹 타이어
UL® EE Rating
1200 Watt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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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전체를 확인하려면 www.jlg.com을 방문하십시오.

전동식 고소작업 플랫폼
사양
E600J

M600J

E600JP

M600JP

60 ft 3 in. (18.36 m)

60 ft 3 in. (18.36 m)

60 ft 4 in. (18.39 m)

60 ft 4 in. (18.39 m)

500 lb (227 kg)

500 lb (227 kg)

E/M600 전동 붐 시리즈
플랫폼 높이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500 lb (227 kg)

500 lb (227 kg)

수평 아웃리치

43 ft 3 in. (13.18 m)

43 ft 3 in. (13.18 m)

44 ft 5 in. (13.54 m) 44 ft 5 in. (13.54 m)

전폭

7 ft 11 in. (2.41 m)

7 ft 11 in. (2.41 m)

7 ft 11 in. (2.41 m )

7 ft 11 in. (2.41 m)

15,200 lb (6,895 kg) 15,500 lb (7,031 kg)

중량

15,750 lb (7,144 kg)

16,050 lb (7,280 kg)

48V DC, 8 x 6V
415 amp-hr
-

48V DC, 8 x 6V
415 amp-hr
45 amp 디젤 Kubota

48V DC, 8 x 6V
415 amp-hr
-

48V DC, 8 x 6V
415 amp-hr
45 amp 디젤 Kubota

30 x 48 in.(0.76 x 1.22 m) 플랫폼
추락방지 플랫폼 36 x 72 in. (0.91 x 1.83 m)
상부 레일 연결 메시- 볼트접합 알루미늄

•
•
•

•
•
•

•
•
•

•
•
•

소프트 터치 시스템 6 ft 플랫폼 패딩
(30 x 72 in. 플랫폼)

•

•

1/2 in. 플랫폼 연결 에어 라인
폼(Foam) 충진 타이어
1200 Watt 인버터
악조건 키트1
UL® EE Rating
견인 패키지2
조명등 패키지3
플랫폼 작업등
황색 점멸 신호등

•
•
•
•
•
•
•
•
•

•
•
•
•

동력원
발전기 세트 —M 모델

가용 옵션

1. 콘솔 커버, 붐 와이퍼 및 실린더 벨로스 포함.

•
•
•
•

2. 2WD 전용.

•
•
•
•
•
•
•
•
•

•
•
•
•

특징
• 세계 최초 유일한 60’ 전동붐 - 실내
및 실외에서 다양한 기능.
• 실내에서의 장점 - 배기가스 배출
없음, 업계 최고의 소음 저감,
논마킹 타이어, 동급 최저 중량.
• 실외에서의 장점 - 4륜구동, 자동
트랙션 컨트롤 및 진동 액슬을 갖춘
견고한 디자인.
• 45 amp Kubota 디젤 파워 발전기를
갖추어 장시간의 실외 작업시
배터리 수준 유지.

•
•
•
•

3. 전조등 및 미등, 플랫폼 작업등 포함.

X14J

X19J

X23J

플랫폼 높이

11.9 m

16.67 m

21.10 m

플랫폼 적재용량

200 kg

200 kg

200 kg

수평 도달 거리

6.26 m

5.90 m

11.13 m

전폭

0.79 m

0.79 m

0.99 m

컴팩트 크롤러 시리즈 붐리프트

중량
AC 전기 모터
엔진

1,430 kg

2,106 kg

3,100 kg

110V 또는 220V,
50Hz, 2.2kW

110V 또는 220V,
50Hz, 2.2kW

110V 또는 220V,
50Hz, 2.2kW

Honda GX270,
6.6 kw 휘발유

Honda iGX440,
11 kw 휘발유

Honda iGX440,
11 kw 휘발유

*특정 옵션 또는 국가 표준으로 인해 중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T8E

특징
• 경량 및 고무 트랙으로 조작성 및
접근성 향상.
•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운송의
용이성 증대.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전기 전원과 내연기관을 결합.

예비 명세서 - 상세는 공장과 협의.

T10E

T12E

T12E Plus
10.65 m

Toucan 시리즈 마스트형 붐리프트
플랫폼 높이

6.15 m

8.10 m

9.83 m

플랫폼 적재용량—무제한

200 kg

200 kg

200 kg

200 kg

수평 도달 거리

1.89 m

2.58 m

4.60 m

5.55 m

전폭

0.99 m

0.99 m

1.20 m

1.20 m

중량

2,120 kg

2,990 kg

4,300 kg

4,900 kg

24V DC
225 amp-hr

24V DC
240 amp-hr

48V DC
260 amp-hr

48V DC
260 amp-hr

•
•
•
•
•

•
•
•
•
•

•
•
•
•
•

•
•
•
•
•
•

동력원

특징

가용 옵션

8mm 플랫폼 연결 에어 라인
플랫폼 작업등(LED)
플랫폼 연결 AC 전원 케이블
식품과 접촉하는 것이 허락된 윤활제
특별한 색상
바스켓 회전

• 최대 7.12 m의 수평 올림 도달거리를
제공하는 다기능 관절 지브.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제어능력을 위한 345도 회전
마스트.
• 2인의 작업자와 자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 출입구와 좁은 복도를 통해서도 운행
가능.
• 지상과 공중의 여러 장애물을
회피하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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