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식 지게차



RX시리즈는 지게차 운전자가 현재 있는 작업에 

집중할 수있게 해주는 사용 용이성 및 안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간편한 조작레버와 낮게 설정된 발판은 RX시리즈가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RX시리즈 운전석은 철저히 운전자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설계 되었다.

우수 한 전방시야, 운전자를 고려한 스티어링 휠 각도와 조작레버의 

위치는 보다 향상된 운전편의성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 플랫폼의 오른쪽에는 탑승유무 스위치가 있는 독립적인 페달이  

있다. 이 새로운 장치로 인하여 운전자의 발이 운전석에서 돌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자세로 지게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또한, 발판 높이를 265mm*로 줄이면 기존의 캐스터 휠을 유지하는 

동시의 운전자의 쉬운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1.0t 및 1.5t 모델

인터록 시스템 의해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거나 정확한 탑승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디스플레이에 경고를 뛰우며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핸들과 레버는 작동 중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방향이 설계되었다.

단순화된 문서 저장을 위하여 자석 겸용 장갑보관용 칸 및 상단이 

평평한 패널

마스트에는 포크가 지면에 

접촉하기 바로 전에 하강 속도를 

줄이는 부드러운 착지장치가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장착 소음이 크게 줄어든다. 

(내려놓을 때)

확장된 허리 패드는 부드러운 촉감 

소재로 되어있어 운전자가 자세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핸들과 레버는 작동 중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탑승유무 스위치
장갑보관용 칸 및 문서적재에 
용이한 평평한 패널

부드러운 착지 시스템 운전자 친화적인 핸들과 레버

적하역 및 주행 연동 인터록시스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노코코 프레임을 적용하고 주철후방범퍼는 

충분한 내충격성을 보장한다. 

경사면에서 일시적으로 멈춘후에 브레이크를 뗀 후에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내려가다가 다시 악셀레터를 밟고 계속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액셀레터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약 1km/h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 "역회전 방지"기능).

일정한 안전 속도를 유지한다 (경사면 하강 시 가속을 억제하여).
(짐을 적재시에는 후진방향으로 이동할 것.)

참고 : 페달을 뗐을 때  데드멘형 브레이크가 적용된다.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프레임

역회전 방지 시스템

운전자 피로 감소를 위한 
대형 허리 패드

운전자 친화적인 핸들과 레버
프레젼스 스위치가 있는
새로운 페달

핸들

허리 높이 패드

레버

브레이크 페달
(데드 맨 유형, 누르면 
 해제된다.)

자석 겸용 평평한 적색 패널

메인강판 측면 프레임

강철 로드휠 커버 스트래들형 리치프레임

강화중앙지지대

장갑등 보관용 칸

주철 후미 범퍼

오르막 경사

하향경사

편안함 및 안전성



친환경 및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인

RX 시리즈의 성능이 진화되었다.

이 차량은 에코 스위치 및 맞춤형 작동 감각과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강력한 작동 모드와 에코 모드의 모드를 전환하기만하면 

된다. 다양한 작업 환경을 수용 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RX 시리즈는 

확장 된 잠재력을 제공한다.

P (파워풀), N (표준) 및 C (사용자요구) 외에도 RX 시리즈에는 에코 

설정 기능이 있다. 절약 모드에서는 주행 속도와 인양 속도와 같은 최대 

성능을 제어하여 일일 전기 소비량을 15 % 줄인다. 최대 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에코 스위치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에코 스위치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

작업 환경에 따라, 운전자 P(파워풀), N(표준) 및 C(사용자결정)의 세 

가지 운전 모드 중 하나로 직접 전환할 수 있다.

표준 모드에서 
에코 모드로 쉽게 전환

운전자의 숙련도에 맞게 운전 특성을 유연하게 설정
가속력, 응답 및 가속기 레버 특성 조정을 통해 주행 및 유압 입력에 대한 지게차의 

반응에 대하여 특정 사용 요건과 운전자의 기술을 수용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운전자 또는 서비스 기술자는 관리 화면을 통해 차량 응답 설정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작업 특성 사용자 지정 시스템

이 시스팀은 계통은 주요키 스위치가

‘ON’인 경우에도 지게차를 15분 이상 

운전되지 않을 경우 주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배터리 절약하며, 운전시간 

기록계도 정지해 실제 운전감독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자동 전원 끄기 시스템

배터리 잔량, 이동 속도, 미터기, 거북이 형 아이콘 등 모든 정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된다. 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표시장치는 개인의 선호나 작업 환경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차량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투과형 LCD는 선명하게 대조되어 판독이 

용이하고 실외에서 사용할 때 햇빛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게다가, 

텍스트가 더 크고 전체 점 표시장치는 화면 

정보를 더 읽기 쉽게 만든다.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에코 스위치

방식

강력
표준
사용자가 결정

양화디스플레이 (전도됨)

음화디스플레이 (정상)

15분 전원끄기



성능

탁월한 안정성과 

주행기능은 높은 믿음을 

선사한다. 

키를 ON하는 순간부터 진보된 제어기능과 우수한 차량 안정성을 경험할 것이다. 후방 휠은 

울통불통한 노면에서도 탁월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여 준다. 이 혁신적인 모델은 가속, 회전, 

정지 등에 있어서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가지고 있다.

두개의 CPU는 주행 시스템과 유압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또 다른 주요 CPU는 기타 모든 정보를 관리한다. 메인 CPU는 디스플레이에 연결되고 모든 

작동 설정, 기능 설정 및 표시기 설정을 처리한다. 그 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작동이 가능하다.

중앙 관리 시스템

센서가 이동 상태 및 유압 작동 상태를 감지함. 상황에 따라, 자동 

서스펜션은 컨트롤 링크를 잠글 수 있으며, 따라서 차량의 회전및 유압 

작동을 안정시킬 수 있다.

• 회전시에 : 뒷바퀴 서스펜션의 압축 및 로드 휠의 들림 감소로 

    차의 기울기가 감소함

• 유압 작동 시: 인양이나 뻗음 작동의 결과로 차량이 좌우 및 

    전방으로 기울어짐 감소

회전 및 유압 작동 시
차량 안정성 향상

이 기능은 주행 중 타이어 미끄러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한다. 원활한 작동을 위해 최적의 추진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미끄럼 방지 제어

자동 서스펜션은 급가속 및 제동 중 차량 상태에 따라 캐스터 휠을 잠궈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새로운 제어 링크

디스플레이 기본 CPU (EPS, 충전기)

유압 시스템용 CPU
인버터

유압
AC 모터

트랙션
AC 모터

인버터
주행 시스템 용 CPU

EPS 모터

•EPS 모터의 열 보호
•레이저 포인터(옵션)
•충전 감시 장치(옵션)

•레버 입력
•센서 없는 제어

• 가속기 입력
• 프랙션 모터의 회전 속도 탐지
• 미끄럼 방지 제어
• 자동 서스펜션
• 전기 로드 휠 브레이크(고성능 유형만 해당)

새 제어 링크가 
포함된 자동 
서스펜션

젖은 노면에서의 출발 비교

미끄러짐 방지 컨트롤 없는 경우

미끄러짐 방지 제어가 있는 경우



귀하의 작업현장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모델을 선택하라.라인업

옵션
레이저 빔 위치표시 장치 패스워드 입력 시스템

빨간색 레이저 빔은 파렛트에서 

포크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교육 

받지 않은 작업자도 파렛트 취급작업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지게차를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X 시리즈는  운전자가 지게차를  

시동하기 전에 잠금을 해제할 개별 

코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하 (하중) 미터

멀티 디스플레이는 부하된 중량을 즉시 표시한다. 이 편리한 기능은 

과부하와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을 쉽게 한다. 테어 (포장부속등) 중량 

설정은 운전자가 포장과 팔레트의 무게를 쉽게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은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35°C의 냉장고 온도에서의 실내/살외 작동 가능

완전 냉장 저장 사양서
-35°C의 냉장고 온도에서도 장시간 작동 가능, 

-55°C의 실내/실외 작동.

반 냉장 저장 사양서



표준사양



정격용량 및 마스트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