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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설계와 특수재질로 어떠한 작업환경에서도

탁월한 작업성 을 자랑합니다!
국내 외 모든 트

랙터에 장착가
능

HIT 시리즈

독일 직수입 부
품으로 내구성

 UP!

평생 고객관리제
전국 지방영업소를 통해 빠른 AS 가능

월등한 작업효율
특수역학을 바탕으로 하중분산을 실현하여 어떤상황, 어떤 작업물도 용이하게 작업가능함

오토 도킹방식

특수강을 적용한 버켓
적재물의 안전한 적재, 장시간 작업에도 뒤틀림없는 설계.
특수강을 적용한 버켓으로 발톱역시 마모가 적고 굴착력이 뛰어납니다

고품질 부품사용
독일과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부품사용으로 보다 견고함을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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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유압배관

전기종 독일 밴틀라 직수입 유압배관 사용으로
한층 강화된 내구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 2중 장치

로우더 탈부착 시 간단한 원터치 레버조작으로 누구
라도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부유압커플러

유압작동이 필요한 작업기를 사용할 때 간편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터치로
탈부착 가능하여 보다 손쉬운 탈부착 가능합니다

전기종 공통

특수 유압 실린더

전수 검사를 실시한 특수유압 실린더는 거친 작업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분리스탠드

로우더 탈부착 시 지면 높낮이에 따라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안정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수평유지장치

기본적으로 수평유지 장치가 탑재된 상태에서
물체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정한 각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안정된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장점 주문사항

외부유압밸브

이태리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만을사용합니다 

릴리프 밸브

로우더 작업 시 로우더에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유압을 조절하여 주어
안전한 작업이 가능토록 합니다

솔레 노이드 밸브

전자제어 밸브와 유압 연결 장치를 부착하여
다양한 유압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우더 제원 제품사양표

HIT650LHIT650L형식명 HIT130L HIT250L HIT320L HIT400L HIT430L HIT460L HIT500L HIT1000L HIT550L HIT600L

HIT650L125이상적응마력 13-19 19-39 40-49 50-70 60 70 100 110 12575이상

HIT650L0.58버킷용량(평적) 0.1 0.2 0.26 0.33 0.36 0.4 0.45 0.48 0.530.43

HIT650L0.65버킷용량(산적) 0.13 0.25 0.32 0.4 0.43 0.46 0.53 0.55 0.60.5

HIT650L4250최고인양높이(A) 1820 2530 2890 3040 3120 3140 3530 3650 38703450

HIT650L4050최고수평높이(B) 1690 2330 2690 2840 2930 2950 3250 3450 36703250

HIT650L3340최고덤프높이(C) 1390 1810 2200 2370 2370 2350 2730 2850 29802720

HIT650L2000최고붐높이(D) 970 1230 1320 1390 1420 1470 1760 1780 17901680

HIT650L200버킷굴삭깊이(E) 150 200 200 200 200 200 190 200 200195

HIT650L85최대덤프각도(F) 50 96 96 98 92 90 81 85 9094

HIT650L35최대젖힘각도(G) 28 39 39 39 37 39 38 37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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