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UP
사업장의 청결유지와 지구환경 지킴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곳에서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좌식 전동지게차 FB 시리즈는 
자재 취급 현장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장비이다. 적은 전력소모 그리고 보다 긴 배터리 사용시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FB 시리즈는 지구와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제품이다.

완전 유압식 오비트롤  파워 스티어링 (표준)

보고 읽기 쉬운 LCD 패널에는 전력 소비량과 
배터리 잔량 시간 화면이 표시된다.
다기능 LCD 패널은 시간당 전력 소비량과 배터리 잔량을 보여준다.

지게차의 전력소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배터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완전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회생 = 에너지 절약
제동에너지의 효율적 복구는 회생브레이크, 엑셀레이터OFF, 그리고 전후진 S/W

중립 3가지 유형에 의하여 달성된다. 전후진레버를 중립으로 하면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이는 작업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킨다.

3 가지 출력 모드 사용 가능
특정 주행 또는 부하 처리 작업 요구 사항에 맞게 "S", "P"및 "E"의 세 가지 전원 

출력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경제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유형의 AC 모터
AC 모터는 운전 및 유압 시스템에 전부 적용되어 

보다 나은 제어 그리고 정비필요성의 감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가능
(EPS옵션 적용 차일 경우)

자동 전원 종료

전류를 적게 소모하는 고효율 AC드라이브 모터와 다양한 유형의 

회생브레이크, 그리고 엑셀레이터 OFF시에 적용되는 회생브레이크를 

적용하여 1회 충전시 최대 8.5시간 사용가능.

(상기자료는 EPS적용 FB15모델이며 작업조건은 P모드, 55%작동율 적용 한 

것임)

작업자 운전석 이탈, 일정 시간 동안 어떠한 조작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전원이 OFF됩니다. 이는 배터리의 효율적 사용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함 

입니다. 

LCD패널은 작업자가 전력소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점선의 표시는 

시간당 배터리  소모량이다. "남은 배터리 시간"은 트럭이 재충전 이전에 작동 

가능 시간이다.

스캔이 쉬운 다기능 LCD패널

브레이크에 의한 재생

엑셀레이커 OFF 재생

방향전환 재생
※ "배터리 잔여 시간"표시는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잔여시간은 배터리 충전 표시기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것은 개략적인 표시로 주의할 것

※ 위의 설명은  EPS 옵션 장치가 장착 된 트럭에 적용된다. 표준 오르비트롤 파워 스티어링을 장착한 

    트럭의 경우 배터리 작동 시간이 15-20 % 단축된다. 

사용시간표시

총 작동 시간 지난 3교대에
대한 자료

현재의
상태의 자료

정지 브레이크 사용
에너지는
바테리에

피드백된다.

정지 악셀레이터 놓아줌에너지는
바테리에

피드백된다.

정지

에너지는
바테리에

피드백된다.
반향제어

스위치 회전

경제형

강력형

초강력형

주행속도
(짐이 없을 때)

1회 배터리
충전시

배터리 시간

(상기 수치는 FB 15에서 EPS 옵션 작동 방식에서 55 %의 작동 율로 지정된 작업주기로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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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편의성 및 통제성 향상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인체 공학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운전석과 간결한 형태를 갖춘 FB 시리즈는 운전자 편의성과 제어성을 향상시켰다. 운전자가 
자재 취급 작업에서 자주 지게차에서 하차하고 상차해야한다고 가정 할 때, 낮은 바닥 높이와 넓은 발판은 운전자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운전자 편의사양이 적용된 FB시리즈는 작업현장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동급에 있어서의 가장 간결한 차체
간결한 차체, 1800 mm의 짧은 최소 선회 반경은 좁은 통로에서 높은 작업 

효율을 제공한다.

안전 좌석
측면 지지대가있는 안전 시트는 운전기사를 잘 보호한다. 좌석에는 운전기사의 

체격에 맞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가 있으므로 운전기사의 피로를 덜어준다.

간소화 된 배터리 교체 방식 (옵션)
장시간 동안 지게차를 작동해야하는 경우, 간단한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예비 

배터리로 쉽게 교체 할 수 있다.

※ 배터리 교체시에는 1220mm 이상의 긴 포크가있는 다른 지게차가 필요하다.

슈퍼균등충전
배터리 충전기가 "슈퍼균등충전" 모드로 설정된 경우 정기적 사이클 충전이 

끝나면 24시간마다 균등 충전이 배터리에 이루어 질 것이다.

즉,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 된 상태가 될 것이므로 장기간 점검을 받지 않아도 

지게차를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크 위치확인 레이저 툴 (선택사양)
포크 위치확인 레이저 장치는 운전기사가 포크 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팔레트의 구멍에 포크를 안전하고 쉽게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

운전기사가 포크 높이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면 화물 또는 팔레트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능은 높은 위치에서 짐을 적재하거나 내리거나 어두운 곳 

짐을 다루는 데 특히 유용하다.

더 넓은 바닥 공간
넓직한 바닥 공간은 운전기사가 드나드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보다 넓은 

무릎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운전기사의 피로를 줄여준다.

타고 내리기 용이
낮은 바닥밑 발판높이 그리고 넓은 발판으로 운전기사가 

지게차에 타고 내리는 것이 쉬워 운전기사의 움직임과 

피로를 줄이면서 안전성을 향상시켜준다.

통합 회전 신호 및 조명 스위치 레버
방향 지시등 레버와 조명 스위치가 하나의 장치에 통합되어 있다. 핸들이 직진 

위치로 되돌아 가면 자동으로 중립으로 돌아간다. 후방 통합 표시등은 작업장 

뒤에서 잘 보이도록 상단가드에 위치되어 있다.

경사진  핸들 축
핸들 축의 각도는 운전기사의 선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으로 피로를 줄이면서보다 

효율적으로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최소 회전 반경
1800mm (FB10 / 15)

(FB 10/15)

완전충전 완전충전

완전충전

균등화충전 균등화충전

자연방전 자연방전

완전충전

※ 레이저 빔은 포크가 수평일 때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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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운전기사의 안전은 FB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곳에서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좌식 전동지게차 FB 시리즈는 자재 취급 현장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장비이다. 적은 전력소모 그리고 보다 긴 배터리 
사용시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다. 
FB 시리즈는 지구와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제품이다.

주행 및 화물 취급 연동잠금 장치 (옵션)
주행 및 화물처리 연동잠금 기능은  운전기사가 운전석을 떠날 때 모든 인양 및 

주행 기능을 자동으로 잠금으로서 운전기사가 정확한 주행위치에 있지 않거나 

조정 레버가 실수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조향각도에 의한 주행속도리미터 
지게차의 속도는 핸들의 각도가 일정한 값을 초과하면 지게차의  속도가 자동으로 

감소되므로 지게차가 안전한 속도로 회전 할 수 있다.

속도에 따른 동력조향장치
속도에 따른 파워 동력 조향장치는 고속에서 지게차의 운전 조건에 따라 훌륭한 

조향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도움을 제공한다.

(저속에서는 동력보조, 고속에서는 동력감소시켜 트럭의 안전성 향상) 

광폭 전경 마스트
광폭 전경 뷰 마스트는 어떤 위치에서도 포크 끝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또한 낮은 계기판은 지게차 기사에게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빠른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후진방지
안티 롤백 기능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내면 지게차가 급격하게 뒤로 

굴러 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제시동을 가능하게 

한다.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시스템에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다. 

이 기능은 승인되지 않은 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운전기사가 좌석에서 일어서면 연동잠금장치가 작동한다.

연동잠금 경고등

※ 인터록 시스템이 작동하면 일반 브레이크가 지게차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지게차를 떠날 때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할 것.

※ 이 기능은 전복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니다.

※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입처 서비스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것.
    (비밀번호 보호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하중계 (옵션)
하중계는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크상에 운반되는 

하중의 대략적인 무게를 표시한다.

스피드 리미터
최대 주행 속도는 작업 조건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속도 제한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

※ 계기 상의 수치는 하나의 지침이다.

※ 속도제한 설정 방법은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제한기를 제한으로 단축 스피드 리미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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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정비

다양한 제품군

댐퍼가 장착되는 본네트는 배터리장치에 대한 쉽고 빠른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FB-VIII 시리즈는 이미 기술한바와 같이 훌륭한 특징을 가진 및 간결한 형으로부터  중량이 큰 작업을 처리 할 수있는 3.5톤 형까지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

드라이브 및 유압 모터 컨트롤러가 함께 배치되어 신속한 접근과 

손쉬운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은 먼지와 물에 

대하여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톤급

톤급

톤급

모델 최대용량 전체높이

고사양 모델                 배터리 용량 935AH/5시간

VAN 모델                   적재 및 하역이 용이 

VAN 모델                    적재 및 하역이 용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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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치수 및 마스트 사양

트럭 치수

마스트 사양 및 정격용량

메인트럭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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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치수 및 마스트 사양

트럭 치수

마스트 사양 및 정격용량

메인트럭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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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치수 및 마스트 사양

트럭 치수

마스트 사양 및 정격용량

메인트럭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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