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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380ehr, ec480ehr, ec750ehr

■철거 전용 작업을 위한 대형/고강도 하부체

■추가 카운터웨이트(상판형)

■저중심 설계와 HD프레임

뛰어난 장비 안정성

■넓고 탁트인 운전 시야성

■안전하고 넓은 운전공간

■철거용 전용캡과 30도 틸팅캡

■작업카메라와 워터스프레이 장치 

■안전게이지 및 안전장치

탁월한 운전 제어성

■프레임식 운전자 보호 가드 (FOG)

■사이드 프레임 보호 가드

■HD커버 및 상부 가드레일

■붐/암 실린더 보호 가드

■스윙부 보호 가드

운전자 안전 가드

■유압 신축식 언더캐리지

■운전석 내에서 자가 확장/축소 조정

■주행 모터 박스 내의 주행/신축 절환 밸브

편리한 장비 운송성

볼보 특허 유압식 연결장치

■신속하고 편리한 붐 연결장치

■2-핀 실린더 타입

■라운드와 직선형으로 작업 방식 선택 가능

■베이스붐에 HR붐/연장붐/굴착용붐 연결

뛰어난 철거 전용 작업 장치

■높은 작업 반경과 긴 작업 거리

■고중량 작업 장치

■3단 HR 붐/암 / 연장붐(미들리치 철거용) / 굴착용 붐/암

■다양한 유압 배관(더블액팅/회전/퀵커플러)

■작업 높이별 다양한 작업장치의 사용

볼보 철거 전용 굴착기



버켓 실린더 보호 가드  UHR 작업카메라

어태치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다양한 유압 배관

프레임식 낙하물 보호 가드 (FOG)철거 전용 캡 / 틸팅 캡 30° 

HD 언더 커버 유압 확장식 하부체 (수동 확장식: 옵션)
견고한 하부 프레임

스윙부 보호 가드

TMI 안전 경보장치 붐 실린더 보호 가드

상부 측면 보호 구조물

유압식 연결 장치 (라운드형 / 직선형)

Reaching new heights
더 높이, 더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진보되고 안전한 철거 전용 장비

고중량의 높은 작업 범위로 생산성 증대

다양하고 안전한 작업 시스템

볼보코리아의 설계/제작/서비스

볼보 철거 전용 굴착기

탁트인 작업시야 넓은 운전공간

HD 도어 및 스크린역회전 쿨링팬 (EC750EHR제외) 워터 스프레이 (청소용 / 작업용)

추가 카운트웨이트 (상판 추가 타입)



C

 항목                                            모델 EC380EHR EC480EHR EC750EHR

■ 기본 제원 - 3단 HR붐

운전 중량 (워크툴 제외)                ton 51 63 103

엔진 출력 (net)                      ps/rpm 307 / 1700 385 / 1800 533 / 1800

전장 길이                                   m 16.5 20.1 25.2

캡 / 틸팅 각도                             도 30도 (데몰리션캡) 30도 (데몰리션캡) 30도 (데몰리션캡)

■ 고층 철거 3단 붐

허용 tool 중량 (퀵커플러 포함)        ton 3.0 3.5 3.6

최대 작업 핀 높이                         m 23.1 28.14 36.0

최대 허용 작업 핀 거리                   m 14.5 (24도이내) 16.1 (18도이내) 22.1 (19도이내)

베이스 붐+데몰리션 붐                   m 12.57 15.6 13.88

중간 암                                      m 2.5 2.5 2.6

엔드 암                                      m 6.7 8.5 11.55

■ 중저층 철거 붐/암 (옵션)

굴착용 붐/암 (롱암) *베이스 포함      m 6.8m / 3.2 (3.9)m 7.5m / 3.35 (3.9)m 8.3m / 4.2m

미들리치용 연장붐/허용tool        m/ton 3.0m / 4.3~5.6ton 3.4m / 4.7~5.7ton 4.0m / 6.5~9.5ton

2nd HR붐(3단)/허용tool             m/ton 26m / 5.0ton

■ 하부체

카운트웨이트(기본+추가)               ton 7.25 + 2.75 9.75 + 3.35 11.2 + 4.2

하부체 중심간 거리                 

트랙게이지/텀블러길이 (슈폭제외)   mm

유압식 확장형

2,390~3,380 / 4,240 2,390~3,380 / 4,370 3,050~4,300 / 5,280

기본 슈                                    mm 600 700 750

■ 사양

기본 사양

케어트랙 5년 무상 사용

3단 하이리치용 작업장치, 30도 틸팅캡 & 데몰리션 캡, 추가 CWT(상판형)

풀 옵션 사양 : 풀 옵션 유압 배관 (크라셔, 퀵커플러, 회전배관), 유압식 붐암 체결장치 (직선형/라운드형 변형, 2포지션) , 유압식 확장 하부체, 각종 장비 보호가드

청소용 분무기, 각종 안전 장치, 각종 작업 보조장치, 역회전팬, 딜럭스 씨트 등등

옵션
수동식 확장 하부체, 유압식 탈부착 CWT

굴착용 붐/암, 미들리치용 연장 붐 (직선형/라운드형 변형, 유압식 체결장치), 26m HR붐 (EC750EHR용)

■주요제원

■3단 HR붐■굴착용 붐/암

■굴착용 붐/암 + 연장붐 (미들리치용)

A
B

*연장붐은 미들리치 철거 작업 용도이며, 풀리치 상태의 하방 및 지하작업 시 장비의 성능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볼보 특허 유압식 연결장치

라운드형 직선형

51 63

*허용 작업 각도와 거리, 허용 워크툴 중량 이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철거 작업 안전 및 장비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세 제원 및 사양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상기 제원은 품질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