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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ER
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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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er 천공기

Auger
천공기

도로공사 및 건축물 공사전에 연약지반 강화
시공을 위해 파일 등을 시공하기 위한 드릴
(구멍)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편안함

COMFORT
운전자의 편안함으로 작업의 효율을 높여드립니다.

운전자 중심의 편의사양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 및 기능 구성

FM Global Co., Ltd.

안전성

SAFETY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3D 서라운드뷰

전후방, 좌우측, 하부 등 총 5개의 카메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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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글로벌만의 기능

FUNCTION

붐 삼각구조의 정밀시공 기능
붐 지지 방식의 구조로 3개의 실린더로 리더 수직도의
정밀도가 높고 좌우 회전 시 리더의 흔들림이 적음으로
정밀시공이 용이해지고 작업속도가 향상됨.

윈치의 락 기능
윈치의 락 기능으로 장비 정지 시나 운전자 자리이동 시
락 기능의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됨.

아웃트리거 볼 형식
아웃트리거 볼 형식으로 평지의 단이 있더라도
기능 수행의 역할이 탁월함으로 안정성이 높아짐.

자동 에어 기능
자동으로 물, 함마유, 급유 및 양 조절 기능.

(흙 먼지 방지 작업환경 향상으로 안전과 원활한 작업
효율 향상)

모니터링 기능
장비의 좌우 수직도 및 굴착 깊이의 심도 측정으로
정밀 시공이 가능하고 작업의 효율성 향상.

FM Globa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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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도면

PRODUCT DRAWING

FM Global Co., Ltd.

제품 사양

PRODUCT SPECIFICATION
규격

600 mm

자체중량

64,200 kg

최고속도

3.1 km / hr

등판능력

26.4° �무부하�

외관

엔진

무한궤도 식등

작업 장치

Auger 천공기

길이

8,460 mm

너비

3,350 mm

높이

28,000 mm

최저 지상고

540 mm

형식

DC09089 A

출력 �정격출력���psㆍrpm�

322 ps / 1,800 rpm

최대 토오크 �kgㆍm/rpm�

135 kgㆍm / 1,300 rpm

기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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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종류

경유

제작회사

스카니아

슈폭

600 mm

트랙 높이

1,160 mm

트랙 중심간 거리

2,750 mm

텀블러 중심간 거리

4,250 mm

접지압

1.16 kg / cm2

공압모터출력 x 수
�유압모터출력 x 수�

87×2 / 82×1 �psx개�

붐수량

1개

피더길이

23,500 mm

사용 로드 최대 지름

600 mm

최대 사용 비트 지름

600 mm × 12,000 mm

최소 사용 비트 지름

200 mm

최대 천공 깊이�지름 × 깊이�

400 × 23,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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