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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TION EQUIPMENT BY HUSQVARNA
FOR A BETTER WAY OF WORKING

REDEFINE YOUR POTENTIAL
WITH THE NEW DXR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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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R
DXR 145/275/3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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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잠재력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객의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고객은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사 솔루션을 사용하면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새

로운 수준의 성능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힘 그 이상을 제공하는 완

전히 새로운 범위의 Husqvarna DXR 로봇을 선보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례없는 새로운 컨트롤을 경험 할 준비를 하십시오.

MORE CONTROL    MORE POWER    MO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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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신감을 위해.

정밀하고 안전한 작업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원격 제어를 통해 당사의 새로운 제품군은 더 먼 거리

에서도 자유로움과 완전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십시오.

MOR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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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스위치
작업 / 운송 모드

운송 모드와 작업 모드 사이를 빠르고 쉽게 전환

합니다. 세 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조이스틱 엄지 스위치

엄지손가락 (Thumb) 스위치는 작업자가 설정

한 맞춤형 기능으로 각 조이스틱을 전환합니다. 

보다 유연하고 정밀하며 효율성이 높은 운전 경

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거리 원격 연결

최대 300m 제어거리로 가장 까다로운 영역에서 

원격 제어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LCD 화면

대형 화면, 최적화된 시야각, 어둡고 밝은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직관적인 사용자 편의성 제

공으로 사용시 쾌적한 경험과 탁월한 조종제어를 가

능하게 합니다.

실시간 가동상태 점검

원격 제어장치는 외부 측정 장비 없이도 기계 상태, 상별 전류 및 전압, 온도, 활성 오류 및 작동 시간에 대한 실시

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기계 상태를 점검하여 가동 시간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인체공학적 하네스 또는 벨트 

사람중심의 최고의 작업환경을 위해 벨트와 

인체 공학적 하네스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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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요구 그 이상,

새로운 DXR 제품군은 고객이 요구하는 이상의 성능을 제

공합니다.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큰 자신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더 강력한 파워와 성능

전력*은 4가지 DXR 모델 모두에서 평균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압 유량**이 10% 

이상 높습니다. 향상된 성능으로 절단, 분쇄 및 파손이 빨라져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파워

장비 성능은 항상 모든 작업 조건에서 최적화되

므로 작업자는 다양한 까다롭고 뜨거운 환경에

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applies on DXR 275/305/315
* compared to our precursor models

MORE POWER

+20%*

OVER 10 % HIGHER 
HYDRAULIC FL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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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모니터

리모트의 디스플레이에서 실시간으로 기계 상

태를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현재 사용 가

능한 파워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자 인증

모든 모델은 안전, EMC 및 기능 안전과 관련하

여 타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SAFETY FUNCTIONAL
SAFETY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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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YOU

4개의 DXR 모델* 모두에서 향상된 성능과 성능을 

제공.

첨단 원격 제어 장치로 보다 인체공학적이고 직관적

인 조종이 가능.

모든 모델은 안전, EMC 및 기능 안전과 관련하여 

타사 인증 획득.

건설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 및 지원 

조직.

DXR  더 높은 파워와 컨트롤이 조화를 이룹니다. 당사의 새로운 

DXR 로봇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덥고 까다로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파워를 최적

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리모트 컨트롤을 개발했습니다. 귀하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결합하여 당사의 새로운 기계는 더 높은 파워, 

더 많은 제어 및 궁극적으로 고품질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DXR 제품군은 이를 조종하는 사람, 즉 당신의 잠재력을 재정의하게 

해 줄것입니다. 

새로운 DXR 제품군

* Compared to our precurso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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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MARTER



DXR  스마트 솔루션

로봇이 대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까요? 순

수한 힘과 놀라운 정밀도로 한 대의 DXR과 한 명의 작업자가 철거 작업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일반장비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DXR은 같은 중량급의 굴삭기보

다 훨씬 작아서 협소한 공간에서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3 EXCAVATORS*

1 HUSQVARNA DXR 305

VS.

*  주어진 계산은 DXR 305에 대해 킬로그램 기계 중량당 유압 유량과 다양한 기계 유형에 대한 도구를 비교하여 계산되었으며

참고용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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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 우

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작업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 안전거리를 유지 하는 

것입니다. Husqvarna 는 원격 

제어 기술 덕분에 최대 300미터

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

니다.

붕괴 위험 떨어지는 파편의 위험 추락 위험

BE 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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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작동으로 
위험 요소와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먼지 진동

WITH 
REMOT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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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NED, HARD-TO-REACH AREAS

Thanks to the smart, compact design, 
the DXR machine can easily get through  
small openings or be lowered into narrow 
shafts to perform tasks efficiently.

14

스페셜 어플리케이션

광범위한 부착공구 덕분에 DXR은 
산업 철거, 제거 또는 청소와 같은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READY FOR 
THE CHALLENGE

부분 또는 정밀 철거

Husqvarna DXR은 파이프, 계단, 천장과 같
이 나머지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부분 구조물의 철거에 이상적
인 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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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지역의 철거

배기가스가 전혀없는 직접 전기모터, 가벼
운 무게 및 컴팩트한 치수를 갖춘 DXR은 
민감한 요구 사항이 있는 모든 철거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폐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DXR 
기계는 작은 구멍을 쉽게 통과하거나 좁은 샤
프트로 내려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ADY FOR 
THE CHALLENGE 위험 지역

DXR 로봇은 위험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붕괴 위험, 
연기, 먼지, 열 또는 진동은 더 이상 작
업자가 실제 거리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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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이 탁월

2. 비교할 수 없는 균형과 안정성

3. 모든 암(arm) 및 아우트리거 실린더의
완전한 개별 제어

4. 쉽게 조정가능한 유압 매개변수

부드러운 작동

쉬운 유지 관리

THE DIFFERENCE IS  
IN THE DETAILS

4

3

3

5

5

5. 주요 서비스 포인트에 접근용이

6. 유압 트랙 장력

7. 일반 텍스트 및 여러 언어로 된 오류 메시
지 및 서비스 알림

8. 리모트 컨트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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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링크 2.4 GHz  문제없는 장거리
도달 최대300 m.

■ 즉각적인 대응을 통한 탁월한
제어

■ 편리한 엄지 스위치가있는
조이스틱

■ 한 손 동작하는 이동 모드

■ 여러 연산자 패턴

■ 인체공학적 하네스+벨트 옵션

손끝에서의 
정확성

THE DIFFERENCE IS  
IN THE DETAILS

5

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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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TOOL TO RECKON WITH

도구를 변경해야합니까? 쉽게!

최첨단 DXR 소프트웨어는 위의 부착도구에 대한 유량과 압
력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도구의 경우 간단
한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버킷

DXR을 표준, 폭이 좁은 또는 넓은 버
킷이 있는 원격 제어 굴삭기로 변환하십
시오.

드럼 커터

암석, 콘크리트 및 단단한 토양의 트렌칭, 
표면 제거 및 프로파일링을 위한 생산성이 
높은 도구입니다.

브레이커(햄머)

Husqvarna DXR 기계의 유압 브레이커
로 탁월한 파쇄력을 경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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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TOOL TO RECKON WITH

콘크리트 크러셔

벽, 계단 및 천장과 같은 콘크리트 및 벽돌 
구조의 정확하고 빠른 철거용 도구입니다.

멀티 그래플러

가볍고 유연한 그래플러는 높은 그립력과 
높은 볼륨이 결합된 도구입니다.

강철 절단기

무게가 가볍고 전단력이 높은 회전식 강철 
절단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강력한 정밀 작

업에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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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INSTALLED  
FEATURE PACKAGES

방열 패키지

P1

DXR이 더 높은 주변 온도에서 최대 파워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 킬른 및 철강 공장과 
같은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능
하게 합니다. DXR 275, DXR 305 및 DXR 315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그래플러 및 절단기의 축 회전과 
같은 하나의 추가 유압 기능을 정밀하게 제
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유압 실린더용 
보호 실드를 포함합니다. 모든 DXR 모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XR은 고온 용융 플랜트 및 유사한 응용 분야에서 
슬래그 제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 가열 및 전
도 가열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중요한 부품을 보호합
니다. DXR 275, DXR 305 및 DXR 315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2 향상된 냉각 패키지

P2

확장된 유압 기능 및 실린더 보호

P3

확장된 유압 기능과
실린더 보호 (P1)

향상된 냉각 패키지 (P2)

방열 패키지 (P3)

= 공장 장착 = 필요시 추가장착

추가 기
능을 위

한 유
압키트 

실린더 보
호 키

트  (C
2+C3)

냉각 키
트

호스 보
호

내화성 유
압 오

일

 강
철 트

랙 xtension kit fo
r hammer

강철 피
트 (아

웃리거용)

해머용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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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INSTALLED  
FEATURE PACKAGES

P3

추가 카운터 웨이

도구 드레인 키트

추가 액세서리

호스 보호 및 
내화성 유압 오일

브레이커용 
냉각 확장 키트

SB202 / SB302 용 

방열 키트 (별도주문)

허리전용 벨트

분진 감소 키트

P1P1

P1

Steel tra
cks

Steel fe
et

해머
용 냉

각확장키트

SB202/SB302용 방
열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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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MULTIPLE CHOICES
HUSQVARNA DXR

145
HUSQVARNA DXR

275

Weight: 985 kg / 2171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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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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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1750 kg / 3858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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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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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360°+ 회전 암, 뛰어난 도달 범위 및 

유연성

소형 크기, "일반" 밴 차량으로 운반가능, 

엘리베이터 및 계단 오르기에 적합

무게가 가볍고 접지압력이 낮아 바닥 하중

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안정적입니다.

무게가 가볍고 접지압력이 낮아 바닥 하중

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타격력

5

4

3

2

1

MAIN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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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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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2 3 4 5

[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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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5

4

3

2

1

HUSQVARNA DXR

305
HUSQVARNA DXR

315

Weight: 1960 kg / 4321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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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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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2020 kg / 4453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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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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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타격력

뛰어난 중량 대비 출력 비율

긴 고정 암,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한 

내구성 있는 디자인

긴 텔레스코픽 암, 최대 5.5m, 
유연한 도달

정확한 포지셔닝

높은 타격력

높은 타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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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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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2 3 4 5 0 1 2 3 4 5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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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단일 DXR 로봇이 수행하는 다양한 응용 분
야와 다양한 작업은 번거로운 기계 전환 없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편리한 운용

빠른 응답 시간, 다양한 운영자 패턴, 손쉬운 
서비스 및 간단한 운송. 여기에 우리는 진정
으로 효율적이고 적응 가능한 작동을 위해 
인상적인 전력 대 중량 비율과 PTO 기능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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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QVARNA DXR 
A WORLD OF BENEFITS

25

재정적 이득

DXR 철거 로봇에 대한 투자는 작업에 효율
성과 유연성 수준을 추가함을 의미합니다.

더 안전한 작동

DXR은 위험한 지역에서 원격 제어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위험은 낮
습니다. 전력은 직접적으로 유해한 배기가
스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
의 가능한 인체 공학적 컨트롤은 사용자에
게 초점을 맞춰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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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고객을 위해 여기 있습니

다. 전 세계에 서비스 및 판매 센터를 두고 있으며, 고객은 

Husqvarna 제품과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지원

■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

■ 서비스

■ 비즈니스 성장 방법에 대한 지원

■ 금융 솔루션

■ Husqvarna 업케어

Husqvarna  더 나은 작업 방식을 위해.

A PARTNER 
YOU CA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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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NER 
YOU CA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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