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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향상된 
성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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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G는 Toucan 시리즈 컴팩트 수직형 
마스트리프트로 좁은 작동 공간에서의 난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JLG Toucan 시리즈는 한층 길어진 수직 및 수평 
도달거리로 좁은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 장애물을 
회피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에서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이로 인하여 Toucan 
시리즈는 오늘날 산업, 유지보수, 소매 및 식품 제조 
분야에 가장 알맞습니다.

JLG Toucan 12E 및 12E Plus는 성능, 효율성 및 
내구성을 갖춘 JLG 전동 수직형 마스트리프트 
제품군에 가장 최근 추가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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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향상:

• 입증된 중하중용 지게차식 마스트 기술

• 수평 아웃리치와 수평 올림 높이를 제공하는 

다기능 관절 지브

• 스윙, 지브, 구동 및 리프트 기능의 완전 비례 

제어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제어능력을 위한 

345도 회전 마스트

•  Toucan 모델 전체에 내장 진단 시스템 포함

접근성 향상    

Toucan 시리즈는 여러 방식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뛰어난 대응력과 내구성을 
갖춘 마스트 디자인으로 셋업에 필요한 
시간을절감하였습니다. 좁은 폭의 복도와 좁은 
공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전반경이 작아 보다 쉽게 이동합니다. 주요 
시스템 부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서비스가 
용이합니다.

JLG의 TOUCAN™ 시리즈
고소작업 플랫폼



5

이동성 강화    

Toucan 시리즈는 작업 높이가 다양합니다. 실내 및 
실외 작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2인을 수용합니다.

모든 Toucan 시리즈 제품은 최대 높이에서 구동이 
가능하여 이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작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동성 강화:

•  문턱, 작은 경사면과 경사로 위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10cm 최저 지상고

•  트럭과 트레일러에서의 상하차를 돕기 위한 25% 최대 

브레이크 오버 앵글 및 등판능력

•  지상 및 공중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최대 높이에서 

주행할 수 있는 능력

•  수동형 전복 방지(Pothole Protection)

• 부드럽고 정확한 조향 및 반응성을 갖춘 직류 전동 

구동으로 현장 안전성 향상

JLG의 TOUCAN™ 시리즈
고소작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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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 강력한 AC 직류 전동 구동

• 제품군 전반에 걸쳐 부품 공통성이 한층 높아짐 

• 집중형 배터리 충전

JLG의 TOUCAN™ 시리즈
고소작업 플랫폼

생산성 향상

작업을 완료에 관해서 JLG Toucan 시리즈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듀티 사이클로 작업 가능 
시간은 늘어나고 제품 전반에 걸쳐 부품의 공통성이 
높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덜 까다롭고 장비들의 
통합 관리가 덜 복잡합니다. 무부러쉬형 AC 구동 
모터로 속도 제어가 정확해지며 모터의 수명이 
늘어나 Toucan 시리즈의 내구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Toucan 12E Plus는 바스켓 회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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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소형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접근.
• 수평 아웃리치와 수평 

올림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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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 플랫폼 
사양

Toucan® 시리즈 
마스트형 붐리프트 8E 10E 12E 12E Plus

치수

A 작업 높이 8.15 m 10.10 m 11.83 m 12.65 m

B x C 플랫폼 크기 0.90 x 0.85 m 0.90 x 0.70 m 1.05 x 0.70 m 1.05 x 0.70 m

D 수평 아웃리치 1.89 m 2.58 m 4.60 m 5.55 m

E 전고(적재 높이) 1.99 m 1.99 m 1.99 m 1.99 m

F 전장 2.09 m 2.82 m 3.65 m 3.65 m

G 전폭 99 cm 99 cm 1.20 m 1.20 m

플랫폼 적재용량 200 kg 200 kg 200 kg 200 kg

중량 2,120 kg 2,990 kg 4,300 kg 4,900 kg

동력원 24V  
185 amp-hr

24V  
240 amp-hr

48V
260 amp-hr

48V
260 amp-hr

Peter Hird 사이클 75 주기 92 주기 80 주기 74 주기

가용 옵션
8mm 플랫폼 연결 에어 라인 • • • •
플랫폼 작업등(LED) • • • •
플랫폼 연결 AC 전원 케이블 • • • •
식품과 접촉하는 것이 허락된 윤활제 • • • •
특별한 색상 • • • •
AGM 배터리 • - • •
GEL-배터리 - • - -

• 가용 -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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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East Asia Office

Oshkosh-JLG (S) Technology Equipment Pte Ltd.

29 Tuas Avenue 4, Singapore 639379

Phone: +65 6591 9030

Fax: +65 6591 9031

www.jlg.com

Oshkosh-JLG (Tianjin) Equipment Technology Co., Ltd. 

Shanghai Branch

Pudong Kerry Parkside, Room 3705

1155 Fang Dian Road, Pudong, 

Shanghai 201204, China

DID: 800 819 0050

 400 613 0050 (Mobile)

www.jlg-cn.com

JLG Industries, Inc.

1 JLG Drive

McConnellsburg, PA 17233-9533

Telephone 717-485-5161

Toll-free in US 877-JLG-LIFT

Fax 717-485-6417

www.jlg.com

JLG는 계속하여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는 예시입니다. 특정 옵션 또는 국가 표준으로 인해 중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양은 국가 표준을 충족하거나 옵션 장치를 추가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LG Industries, Inc.는 진입장비, 보완 서비스 
및 부착물의 선두적인 설계 및 제조업체입니다. 

JLG는 미국, 프랑스, 루마니아, 중국과 벨기에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 
스칸디나비아, 아프리카 및 중동에 위치한 
당사의 고객들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전담 판매 및 서비스 운영 
네트워크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JLG는 Oshkosh Corporation Company의 
자회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