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reased Productivity
 � Ideal for general contractors, steel erectors, painters, stadium 
construction and more

 � Standard articulating jib increases access in confined areas
 � Improved rough terrain capabilities with 45% gradeability

Enhanced Control
 � Exclusive Control ADE® (Advanced Design Electronics) system for 
better performance with improved serviceability

Improved Maintainability
 � Lower cost of ownership
 � Steel hoods provide added durability
 � Environmentally-friendly Tier 4 diesel engine
 � Lower gross vehicle weight

Features
 4 ft (1.22 m) Articulating Jib 
355 Degree Non-Continuous Swing
Platform 30 x 60 in. (0.76 x 1.22 m) Side Entry
180 Degree Hydraulic Platform Rotator
Platform Console Machine Status Light Panel*
110V-AC Receptacle in Platform
5 Degree Tilt Alarm/Indicator Light
9 x 20 Lug Tread Pneumatic Tires
Swing-Out Engine Tray
Gull-Wing Steel Turntable Hoods
12V-DC Auxiliary Power
Hourmeter
Hydrostatic Drive
Proportional Controls
Control ADE® System
Lifting/Tie Down Lugs
Horn
Oscillating Axle
Cast Aluminum Control Box
All Motion Alarm
Glow Plugs (Diesel Engines)
* Provides indicator lights at platform control console for system distress, low 

fuel, 5 degree tilt light, and foot switch status.

Accessories & Options
30 x 48 in. (0.76 x 1.22 m) Platform
Self-Closing Gate
Mesh to Top Rail (Bolt-on Aluminum)
1/2 in. Air Line to Platform
9 x 20 Foam-Filled Lug Tires
9 x 20 Non-Marking Pneumatic Tires 
9 x 20 Non-Marking Foam-Filled Tires
7 x 18 Solid Cushion Lug Tread Tires
7 x 18 Non-marking Solid Cushion Lug 
Tread Tires
AC Generator 
43.5 lb (19.7 kg) Propane Tank
Chassis Illumination Lights
Platform Worklights 
Cold Weather Start Kit1 
Hostile Environment Kit2

Flashing Amber Beacon
Arctic Package3 (diesel only)
Special Hydraulic Oils
1. Includes engine block heater, battery heater, oil tank heater.
2. Includes console cover, boom wipers and cylinder bellows.
3.  Includes arctic hydraulic hoses (drive and steer only) and

main boom cable, arctic hydraulic oil, extreme cold engine
oil, anti-freeze (Cat only), fuel conditioner, engine block
heater, battery blanket, glow plugs, hydraulic tank heater,
and oversized foot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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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n  종합 건설업자, 철골 작업자, 도장 작업자, 스타디움 건설 등에 적합
n  좁은 공간의 접근성이 향상된 표준 관절 지브
n  45% 등판 능력으로 험한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성능

향상된 제어
n  서비스 편의성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전용 Control ADE®(Advanced Design Electronics) 

시스템

유지보수 편의성 향상
n  소유비용 저감
n  내구성을 강화하는 강재 후드
n  환경 친화적인 티어 4 디젤 엔진
n  차량 총중량

특징
4 ft (1.22 m) 관절 지브
355도 비연속식 회전
플랫폼 30 x 60 in. (0.76 x 1.22 m) 측면 진입
자동폐쇄 내부선회 게이트
180도 유압 플랫폼 로테이터
플랫폼 콘솔 장비 상태 지시등 패널*
플랫폼의 110V-AC 콘센트
5도 기울기 경보/지시등
러그 트레드 공기압 타이어
스윙아웃 엔진 트레이
걸윙 강재 턴테이블 후드
12V-DC 보조 전원
시간계측기
정유압 구동장치
비례 제어장치
Control ADE® 시스템
리프팅/타이다운 러그
경적
진동 액슬
주조 알루미늄 제어함
모든 동작 경보
예열 플러그 (디젤 엔진)
*  시스템 과부하, 연료 부족, 5도 기울기등 및 풋스위치 상태를 알려주는 지시등이    
   플랫폼 제어 콘솔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및 옵션
30 x 48 in. (0.76 x 1.22 m) 플랫폼
상부 레일 연결 메시 (볼트접합 알루미늄)
1/2 in. 플랫폼 연결 에어 라인 
폼(Foam) 충진 러그 타이어
논마킹 공기압 타이어
논마킹 폼(Foam) 충진 타이어
7 x 18 솔리드 쿠션 러그 트레드 타이어
7 x 18 논마킹 솔리드 쿠션 러그 트레드 타이어
2500W 발전기
43.5 lb (19.7 kg) 프로판 탱크
조명등 패키지
동절기 대비 키트
악조건 키트1

플랫폼 작업등2

황색 점멸 신호등
혹한 패키지3 (디젤 전용)
특수 유압유
1. 플랫폼 작업등, 전조등 및 미등 포함.
2. 엔진 블럭 히터, 배터리 히터 및 오일 탱크 히터 포함.
3. 혹한 유압 호스(구동장치 및 조향장치에만 해당) 및 메인 붐 케이블, 혹한 유압유,  
    혹한 엔진 오일, 부동액(CAT에만 해당), 연료 첨가제, 엔진 블럭 히터, 배터리   
    블랭킷, 예열 플러그, 유압 탱크 히터 및 특대형 풋스위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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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G Industries, Inc.

JLG는 Oshkosh Corporation Company
의 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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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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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Oshkosh Corpora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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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 cations

The JLG “1 & 5” Warranty
JLG Industries, Inc. backs its products with its exclusive 
“1 & 5” Warranty. We provide coverage on all products for 
one (1) full year, and cover all specified major structural 
components for five (5) years. Due to continuous product 
improvements, we reserve the right to make specification 
and/or equipment changes without prior notification. This 
machine meets or exceeds applicable OSHA Regulations 
in 29 CFR 1910.67, 29 CFR 1926.453, ANSI A92.5-2006, 
and CSA Standard CAN3-B354.2-M82, as originally manufac-
tured for intended applications.

Form No.: SS-340AJ-12-20010
Part No.: 3131121S
R061202
Printed in USA

Reach Specifications
Platform Height 33 ft 10 in. (10.31 m)
Horizontal Reach  19 ft 11 in. (6.06 m)
Up and Over Height  17 ft (5.17 m)
Swing  355 Degrees Non-Continuous
Platform Capacity  500 lb (227 kg)
Platform Rotator 180 Degrees° Hydraulic
Jib Length 4 ft (1.22 m)
Jib Range of Articulation  144 Degrees (+84, -60)

Dimensional Data
A. Platform Size  30 x 60 in. (0.76 x 1.22 m)
B. Overall Width  6 ft 4 in. (1.93 m)
C. Tailswing  2 in. (5.08 cm)
D. Stowed Height  6 ft 7 in. (2 m)
E. Stowed Length  18 ft 2in. (5.52 m), 
  13 ft (3.98 m) with Jib Stowed
F. Wheelbase  6 ft 2 in. (1.87 cm)
G. Ground Clearance  10 in. (23.7 cm)
Weight*  9,700 lb (4,400 kg)
Max. Ground Bearing Pressure  151 psi (10.6 kg/cm2)

Chassis
Drive Speed 4WD  3.1 mph (4.98 km/h)
Gradeability 4WD  45%
Tires  265/50D20 Lug Tread
Turning Radius 
 (Inside/Outside)  5 ft (1.52 m)/ 13 ft (3.96 m)

Power Source
Dual Fuel Engine 
 PSI/GM  28.7 hp (21.4 kW)
Diesel Engine 
 Kubota D1105  24.8 hp (18.5 kW)
Fuel Tank Capacity  13 gal (498.2 L)
Hydraulic Reservoir 20.6 gal (77.9 L)
Auxiliary Power  12V DC

*  Certain options may increas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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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거리 사양
플랫폼 높이  33 ft 10 in. (10.31 m)
수평 도달 거리  19 ft 11 in. (6.06 m)
수평 올림 높이  17 ft (5.17 m)
스윙  355도 비연속식
플랫폼 적재용량  500 lb (227 kg)
플랫폼 로테이터  180도 유압식
지브 길이  4 ft (1.22 m)
지브 관절 범위  144도 (+84, -60)

치수 데이터
A. 플랫폼 크기  30 x 60 in. (0.76 x 1.22 m)
B. 전폭  6 ft 4 in. (1.93 m)
C. 후면 접속거리  2 in. (5.08 cm)
D. 적재 높이  6 ft 7 in. (2 m)
E. 적재 길이  18 ft  (5.52 m),
  지브 적재 시 13 ft (3.98 m)
F. 축거  6 ft 2 in. (1.87 cm)
G. 최저 지상고  10 in. (23.7 cm)
중량*  9,700 lb (4,400 kg)
최고 지면 승재력 151 psi (10.6 kg/cm2）

섀시
구동 속도 4WD  3.1 mph (4.98 km/h)
등판 능력 4WD  45%
타이어 크기/형식  265/50D20 러그 트레드
회전 반경(내부/외부)  5 ft (1.52 m)/ 13 ft (3.96 m)

동력원
이중 연료 엔진
	 PSI/GM  28.7 hp (21.4 kW)
디젤 엔진 
	 Kubota D1105  24.8 hp (18.5 kW)
연료 탱크 용량  13 gal (498.2 L)
유압 리저버  20.6 gal (77.9 L)
보조 전원  12V DC

* 특정 옵션으로 인해 중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JLG“1및5”보증
JLG Industries, Inc.는 당사 고유의 “1 & 5” 보증으로 당사 제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그리고 
지정된 주요 구조 구성품에 대하여 5년 간의 무상 보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장비는 원래 제작된 의도된 용도에 대
하여 29 CFR 1910.67, 29 CFR 1926.453, ANSI A92.5-2006 
및 CSA Standard B354.4-02의 해당 OSHA 규정을 충족하거
나 초과합니다. 지속적인 제품 개선에 따라, 사양/장비는 사전고
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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