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플랜트 유지 관리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생산성 향상

산업 유지 보수 및 철거 분야의
HUSQVARNA DXR 로봇 적용 및 공법
시멘트 공장 - 금속 제련 공장 - 화학 및 비료 공장 - 원자력 발전소 - 정유 공장 - 지하공간

HUSQVARNA DXR
혜택의 세계
시설 셧다운(가동중지)은 유지 관리 및 청소 프로세스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자동으
로 생산 및 수익성 손실을 초래합니다. Husqvarna DXR 로봇은 일반 방법에 비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보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정에 조기 투입하여 즉시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원격 제어는 공정 중 작업자의 안전 환경을 상당히 개선합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크기의
향상된 출력으로 하나의 DXR은 장착된 유압 브레이커로 사람 22명의 핸드 브레이커 작
업 분량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DXR Husqvarna 로봇이 최고의 생산성으로 시설을 운영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유지보수 시간의 절대적인 감소

P3 내열 기능을 장착 공정에 조기 투
입하여 작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작업자 안전 및 건강 개선
안전과 최적의 작업시야 확보를 위해
원격 제어됩니다. Husqvarna 원격 제
어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100미터 이상
에서 조정가능하며, 열, 제한된 공간,
붕괴 위험, 화학 물질 노출 등으로부터
작업자가 안전한 거리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수익성있는
최소한의 셧다운(가동중지), 입증된 생산
성 및 전체 크리닝 및 해체시간의 상당한
감소. 첫 번째 킬른 내화연와해체에서
ROI (투자 이익률)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필요에 맞게 적용
이 기계는 콘크리트크러셔, 브레이커, 버
켓 등을 포함하여 다용도성을 추가하기
위해 다양한 어테치먼트를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강력한
컴팩트한 디자인의 높은 타격력, 최대
5,5m의 긴 텔레스코픽 암으로 가장 좁
은 공간에서도 힘이나 안전을 희생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
었습니다.

SAFETY FIRST

스마트하고 수익성 있는 작업

유지보수 및 크리닝(청소)에는 현장에서 작업원의 위험이 따릅니다. 작업원 안전을 개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작업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원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기모터의 원 출력과 놀라운 정밀도로 한 대의 DXR과 한 명의 작업자가 중공업 산업현
장에서 광범위한 유지 관리 및 폐기물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XR은 동일한
중량 동급의 굴삭기보다 훨씬 더 작으며 가장 제한적이고, 뜨겁고, 화학 물질에 노출된
공간에 작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usqvarna 원격제어 기술 덕분에 최대 100미터(이상)까지 원격조종가능, 작업원은 열,
밀폐 공간, 붕괴 위험, 화학 물질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습니다. 작업원이 안전한 거리에
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USQVARNA DXR 1대

원격 작동으로 위험으로부터 거리유지
파워와 정밀도를 희생하지 않고 유지

VS.
붕괴 위험

화학물질 및 분진에 노출

추락 위험

굴삭기 3대
동급 중량의 장비들

떨어지는 파편 위험

진동

VS.
작업자 22명
수공구용 유압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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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유지 보수에서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하십시오.

위험 지역
DXR 로봇은 위험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붕괴 위험, 연기, 먼지, 열 또는 진동은 더 이상 작업자
가 실제 거리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 적용
광범위한 부착물(공구) 덕분에 DXR은 산
업 철거, 제거 또는 청소와 같은 다양한 작
업에 적합합니다.

폐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DXR 로봇은 작은
구멍을 쉽게 통과하거나 좁은 샤프트로 내려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분 또는 정밀한 해체물의 제거 및 청소.
Husqvarna DXR은 파이프, 계단 및 천장과 같이 나머지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부
분 구조물의 철거에 이상적인 로봇기계입니다.

민감한 지역의 철거
배기 가스가 없는 전기 모터, 가벼운 무게 및
컴팩트한 치수를 갖춘 DXR은 민감한 요구 사
항이 있는 모든 철거 작업에 이상적입 니다.

CHEMICAL PLANTS
화학 공장

CHEMICAL PLANTS

화학 공장의 유지 보수는 화학 물질 및 유독 물질의 직접적인 조작이 필요하며 인명
및 환경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인산염 탱크의
DXR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원 및 원격 제어를 통해 DXR은 인산염 및 황산 탱크
내부의 폐기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여러 도구를 교체
장착하여 다양한 유지 관리 작업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우 치명적이고

화학 플랜트에 사용시 이점

유독한 Ph O2가 포함
된 산성 저장소의 DXR

작원원 안전 및 화학 물질
노출 개선

생산성의 현저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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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화학 물질 소비
감소

다운타임 감소

기울어진 오염현장 이동성
및 다용성

CHEMICAL PLANTS APPLICATIONS

인산 반응기의
DXR

황산 탱크의
DXR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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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PLANTS
SIDERURGY

SIDERURGY

Siderurgy 유지 보수 산업은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위험한 응용 분야를 제시합니다.
고출력 및 소형 DXR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내화물의 세척, 슬래그(내화물의 경우 연와) 제거의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토피도카 (어뢰형 동차); 블라스트 및 용광로 러너 및 컨버터 입구.
DXR 로봇은 안전, 효율성 및 기술을 제공하는 완벽한 솔루션으로 산업 플랜트 또는 공장
에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합니다.

용광로 러너의
DXR 사용

SIDERURGY 사용 시 이점

뜨거운 공간에서
무거운 연소 엔진
기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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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작업
하기

제한된 환경에서
작업하기

작업원을 위험
한 장소에서 멀
리 떨어뜨리기

SIDERURGY APPLICATIONS

토피도카(어뢰형
동차) 제거 및 철거
의 DXR 사용

래들에서 DXR 사용
- 청소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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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른 유지 보수

KILNS MAINTENANCE

시멘트, 셀룰로오스, 알루미늄, Siderurgy와 같은 여러 산업에서 킬른의 유지 관리 및 폐
기물 제거에는 연간 최대 4주의 주요 가동 중지 시간과 함께 어려운 공정 및 안전 프로토
콜이 필요합니다.

셀룰로오스 공장
에서 일하는 DXR

당사의 DXR 로봇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슬래그, 코팅 및 내화물의 세척, 제거 및 철거가 더 쉽고 안전하며 효율적입니다.
열 보호 기능(내열기능) 및 원격 제어를 통해 오븐이 식을 때까지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유지 보수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공장에
서 일하는 DXR

킬른보수 시 장점

제한된 환경에
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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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원을 위험
한 장소에서 멀
리 떨어뜨리기

P3 열 보호
(내열)기능
이 있는 조기
진입

다운타임
감소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DXR

KILNS MAINTENANCE

Siderurgy 공장
에서 일하는 DXR

금속 가공

METAL PROCESSING

메탈 프로세싱(제련공정) 사용 시 장점

다운타임 감소

P3 열보호(내열)기능이
있는 조기 투입

제한 구역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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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율적인 슬래그
및 내화물 제거

광범위한 적용

METAL PROCESSING

로봇의 작은 크기는 다른 기계가 수작업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DXR을 고온 용융 플랜트 및 유사한 응용 분야에서 벽돌 (내화연와) 제거 및 슬래그 제
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열 및 전도 가열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중요 부품을 보호합
니다. 내열성 옵션을 사용하면 고장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
습니 다.

A WORLD OF POSSIBILITIES

굴뚝 철거

광범위한 애플리케케이션(적용) 및 장점
DXR 로봇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철거, 청소, 제거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다룰 수 있습
니다. Husqvarna DXR이 귀하의 산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당
사에 문의하십시오.

채광

맨토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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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LD OF POSSIBILITIES

정유공장

멀티(다기능) 선택

잠재력의 재정의
HUSQVARNA DXR

HUSQVARNA DXR

145

HUSQVARNA DXR

275

[m]

HUSQVARNA DXR

305

[m]

315

[m]

[m]

5

5

5

5

4

4

4

4

3

3

Up: 4,4 m / 14,4 ft
Forward: 3,7 m / 12,1 ft

2

3

Up: 4,8 m / 15,7 ft
Forward: 4,5 m / 14,7 ft

2

1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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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 5,2 m / 17 ft
Forward: 4,8 m / 15,7 ft

2

1

0

1

2

3

4

5

[m]

Up: 5,5 m / 18 ft
Forward: 5,2 m / 17 ft

1

0

1

2

3

4

5

[m]

0

1

2

3

4

5

[m]

Weight: 985 kg / 2171 lbs.

Weight: 1750 kg / 3858 lbs.

Weight: 1960 kg / 4321 lbs.

Weight: 2020 kg / 4453 lbs.

V: 380–420 (50 Hz) 440–480 (60 Hz).
A: 32 (50 Hz) 30 (60 Hz).

V: 380–420 (50 Hz) 440–480 (60 Hz).
A: 46 (50 Hz) 39 (60 Hz).

V: 380–420 (50 Hz) 440–480 (60 Hz)
A: 52 (50 Hz) 44 (60 Hz).

V: 380–420 (50 Hz) 440–480 (60 Hz).
A: 52 (50 Hz) 44 (60 Hz).

Tools – Rec. Max. weight: 200 kg / 441 lbs.

Tools – Rec. Max. weight: 310 kg / 683 lbs.

Tools – Rec. Max. weight: 310 kg / 683 lbs.

Tools – Rec. Max. weight: 310 kg / 683 lbs.

MAIN FEATURES
무한 360° 회전 암, 뛰어난 도달
범위 및 유연성
소형 크기, "일반" 밴, 엘리베이터
및 계단 오르기에 적합
무게가 가볍고 지면 압력이 낮아
바닥 하중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안정적입니다.

높은 타격력

긴 텔레스코픽 암, 최대
5.5m, 유연한 리치

무게가 가볍고 지면 압력이 낮아
바닥 하중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파워 대 중량 비율

정확한 포지셔닝

긴 고정 암,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한 내구성 있는 디자인

높은 타격럭

높은 타격력

교체 장착할 수 있는 다중

제작시 탑재 가능한
패키지
P1

도구
Hose protection and ﬁre
resistant hydraulic oil.

유압 기능
작업원이 그래플러 및 절단기의 축
회전과 같은 하나의 추가된 유압 기능
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유압 실린더용 보호 쉴드도 포함
됩니다. 모든 DXR 모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2

Cooling extension
kit for hammer

향상된 냉각 패키지
Dust reduction kit

DXR이 더 높은 주변 온도에서 최대
출력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하
여 시멘트 킬른 및 철강 공장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더 높은 생산
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DXR 275, DXR 305 및 DXR 315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3

브레이커

버킷
Heat protection kit for
SB202 / SB302
(ordered separately)

DXR을 표준, 폭이 좁은 또는
넓은 버킷이 있는 원격 제어
굴삭기로 변환하십시오.

방열(내열) 패키지
DXR을 고온 용융 플랜트 및 유사한 응
용 분야에서 슬래깅 제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 가열 및 전도 가열로 인한 손상으
로부터 중요한 부품을 보호합니다.
DXR 270, DXR 300 및 DXR 310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1

암석, 콘크리트 및 단단한 토양
의 트렌칭, 표면 제거 및 프로파
일링을 위한 생산성이 높은 도
구입니다.

P1

스틸 절단기
멀티 그래플러
이 가볍고 유연한 그래플러는
높은 볼륨과 높은 그립력을 결
합합니다.

ADDITIONAL ACCESSORIES

뛰어난 노킹을 경험하세요.

드럼 커터

가볍고 높은 절단력을 가진 회전
스틸 절단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강력한 정밀 작업에 이상적입니
다.

크러셔

Tool drain kit

Dust reduction kit

P2

P1

벽, 계단, 천장과 같은 콘크리트 및 벽돌
구조물의 정확하고 빠른 철거용

도구를 변경해야 합니까?

Waist belt

Counter weight

최첨단 DXR 소프트웨어는 위의 부착물에 대한 유량
과 압력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장비의 경우 간단한 수동 조정이 가능
합니다.

보아트롱이어코리아(주)
( B.L. KOREA LTD. )
T 02.3432.0411 F 02.3432.0413
M 010.9490.0411
dxr@blkorea.com
www.철거봇.com

www.husqvarnac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