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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ING MACHINE

HJ-CL06F2100, HJ-CL08F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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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Cleaning Machine은 Robot Ram Cleaning Machine
이라고도 불리우며 장비의 사용 용도는 시멘트 공장
등에서 석회 원석의 1차 또는 2차 Crushing 공정중
Hopper, Buffer, Crusher 투입구 또는 공정 이송 경로
에 걸린 원석을 Nipper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목적으로
설치 사용하는 장비이다.
사용상의 특성상 고정되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
별하게는 궤도가 장착된 자주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
하다. 장비는 유선 원격 조정을 기본으로 하고 분진,소
음,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전동기 동력을 원동으로 한다.
설치현장 조건에 따라 장비의 크기가 결정되어져야 하
며 보통은 Boom과 Arm의 크기에 따라 06급과 08급으
로 나눌수 있다.
■ Equipment
▷ 고강성 Nipper
▷ 몸체 선회용 대형 링기어
채용
▷ 고강성 프레임
▷ Main 동력용 전동모터
max.125ps, TBTE Type
4P-440V(60Hz),1750rpm

▷피스톤 펌프

▷ 2단 굴절 Boom 및 실린더

가변사판형 피스톤펌프,
2×105cc/rev,350kgf/㎠

▷유선 Remote
Controller

▷ 비상운전용 수동 조작장치
▷ 대용량 오일 쿨러

■ Specification
Model
Type
Motor Spec
Hyd' Unit Spec
Length(at Fold'g)
Width
Front
Working
Lower
Area
Swing
Weight

ps/rpm
ℓ/mim
mm
mm
mm
mm
dgree
kgf

HJ - CL06F2100
Electric Motor
125/1750
2×183
5,958
2,400
about 7,500
about 6,800
360
about10,000

HJ - CL08F2100
Electric Motor
125/1750
2×183
8,865
2,400
about 10,000
about 9,500
360
about13,000

* 상기의 SPEC.는 현장조건 또는 당사의 제작사양에 의해 변경 될수 도 있습니다.

■ Features
▶ 전동기 메인 동력 사용
매연이 전혀 없고 소음이 적으므로 밀폐공간 또는 간
혈적으로 운전하는데 최적의 장비.
▶ Nipper
암석등을 이동시키기 유리한 조건으로 제작되어 있으
며 사용처의 용도에 따라 최적 재설계 및 설치.
▶ 2단 굴절 형식의 붐
고장력 강판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며 내구성,내부식성
이 최고의 장비.
▶ 대형 링 기어
몸체 360˚선회장치에 대형 링기어를 장착하여 외력에
의한 링기어 파손을 최소화.

▶ 고강성 메인 프레임
고장력 강판 및 용접봉으로 제작된 메인 프레임은 강
한 충격에도 우수한 내구성 발휘.
▶ 유선 Remocon Controller
장비의 운전실에서 간편하게 장착하여 기존의 엑스카
베이터와 동일하게 조작가능하며 외부 이동 조작가능
▶ 간단한 유압배관
고장력 배관용 파이프에 의한 배관으로 유압호스의 연
결을 극소화하여 고장율 최소화, 정비성 향상.
▶ 필드 내구성 확인
한국내 각 시멘트 회사에 설치되어 4년이상 운영중으
로 내구성 확인 장비.

■ BREAKER MACHINE

HJ-BR06F2125, HJ-BR08F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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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Breaker Machine은 Robot Ram Breaker
Machine 또는 Hydraulic Picker 라고도 불리우며
장비로 주요사용 용도는 시멘트 공장 등에서 석회
원석의 1차 또는 2차 Crushing 공정중 Hopper,
Buffer, Crusher 투입구 또는 공정 이송 경로에 걸
린 원석을 Hyd' Breaker로 파쇄하여 투입 할 목적
으로 이용하는 장비이다.
고성능 Breaker를 사용함으로 고정식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의 내구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궤도
가 장착된 자주형으로 많이 사용하며 특수한 환경
에 의해 고정형으로 설치될 수 도 있다.
유선 원격 조정을 기본으로 하고 전동기 동력을
원동으로 한다. 설치현장 조건에 따라 장비의 크
기가 결정되어져야 하며 보통은 Boom과 Arm의
크기에 따라 06급과 08급으로 나눌수 있다.
■ Equipment

▷ Main 동력용 전동모터
▷ 사판형 피스톤 펌프

▷ 몸체 선회용 대형
링기어 채용

▷비상운전 가능한
수동조작장치

▷
▷
▷
▷
▷
▷
▷

고성능 Breaker
고강성 프레임
3단 굴절 Boom 및 실린더
유선 Remote Controller
대용량 오일 쿨러
Power Mode
최적 Weight Balance

■ Specification
Model

HJ - BR06F2125

HJ - BR08F2125

Electric Motor

Electric Motor

125ps/1750rpm

125ps/1750rpm

kg·m

about 135

about 135

Length(at Fold'g)

mm

5,958

8,865

Width

mm

2,400

2,400

Front

mm

about 7,500

about 10,000

Lower

mm

about 6,800

about 9,500

Swing

dgree

360

360

Weight

kg

about10,000

about13,000

Type
Motor Spec
Hyd' Unit Spec

Working
Area

* 상기의 SPEC.는 현장조건 또는 당사의 제작사양에 의해 변경 될수 도 있습니다.

■ Features
▶ 전동기 메인 동력 사용

▶ 고강성 메인 프레임

매연이 전혀 없고 소음이 적으므로 밀폐공간 또는 간

고장력 강판 및 용접봉으로 제작된 메인 프레임은 강

혈적으로 운전하는데 최적의 장비.

한 충격에도 우수한 내구성 발휘.

▶ 대형 링 기어

▶ 유선 Remocon Controller

몸체 360˚선회장치에 대형 링기어를 장착하여 외력에

장비의 운전실에서 간편하게 장착하여 기존의 액스카

의한 링기어 파손을 최소화.

베이터와 동일하게 조작가능하며 외부 이동 조작가능

▶ 2단 굴절 형식의 붐

▶ 간단한 유압배관

고장력 강판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며 내구성,내부식성

고장력 배관용 파이프에 의한 배관으로 유압호스의 연

이 최고의 장비.

결을 극소화하여 고장율 축소, 정비성 향상.

■ BRIDGE TYPE BREAKER MACHINE

HJ-BRS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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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일종의 Breaker Machine으로 원통모양으로 깊이가 깊고 상부에서 파쇄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물의 내부를 파쇄할 목적으로 특별하게 설계된 장비로 해체작업
은 해체물의 상부에 다리형식으로 고정되거나 이동되도록 설계된 장비이다.
주로 제철소, 시멘트 공장등에서 Ladle를 신축하기 위해 손상된 연와를 해체하
는데 사용하는 장비이다.
유선 원격 조정을 기본으로 하며 무선 원격 조정도 선택할수 있고 작업장소에
따라서는 유압식 클램프 장치가 설치 될수 도 있다.
■ Equipment
Main 동력용 전동모터

무선 Remote Controller

max.125ps, TBTE Type

고강성 프레임

가변조절형 고감도 무선

4P-440V(60Hz),1750rpm
피스톤 펌프

비상운전용 수동조작장치

고장력 강판 및 전용용접재

유.무선 리모콘 고장 또는

로 제작.

Sett'g을 위한 장치

3단 Slid'g Boom

유선 Remote Controller

가변사판형 피스톤펌프,

Slider가 장착되어 최대

무선 조정장치 고장 또는

2×105cc/rev,350kgf/㎠

2,000mm의 3단 Boom.

밧데리 방전시 사용.

■ Specification
Model
Fixed Type
Breaker

HJ - BRS3125C

HJ - BRS3125

HJ - BRS3125S

Crawler

None

Hyd' Clamp

Impact Force

kg·m

About 120 ∼ 160

←

←

Impact Frequency

b.p.m

About 350 ∼ 600

←

←

Flow Rate

ℓ/min

About 90 ∼ 110

←

←

Tool Arc Length

mm

5,960

←

5,958

Tool Length Retracted

mm

4,367

←

4,528

Tool Length Extend

Working
Area

Tool Angle
Sliding Length

Dimension

mm

2,000

←

←

dgree

120(up90, down30)

←

←

mm

3,800

←

←

Swing

dgree

360

←

←

Width

mm

8,800

←

8,700

Height

mm

3,650

←

3,580

Depth

mm

3,385

←

3,150

Weight

kgf

About 15,000

About 14,000

About 14,000

* 상기의 SPEC.는 현장조건 또는 당사의 제작사양에 의해 변경 될수 도 있습니다.

■ LAYOUT DWG

Fig.1 例 HJ - BRS3125C

Fig.2 例 HJ - BRS3125S

■ T.L.C BREAKER MACHINE

HJ-BRS3100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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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Breaker Machine중 전용장비의 하나로 제
철소에 용강,용선을 운반하는 TLC의 Ladle를
신축하기 위해 낡은 연와를 해체할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장비이다.
해체작업이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장비 자체의 Size가 작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Boom을 3단으로 Slid'g, Boom의 360도 회
전, 상부 Body 전체의 360도 회전하도록 제
작되어 있다.
운전실이 따로 없고 무선 Remote
Controller를 기본으로 하여 고장 또는
Sentting작업시 사용할수 있는 수동 조작 장
치가 설치 되어 있다.
■ Specification

■ Features
HJ - BR05S3100TLC

Model

Crawler

Drive Type

▶ 전동기 메인 동력 사용
소음 및 매연이 없도록 100ps 전동

Impact Force

kg·m

About 100 ∼ 140

Impact Frequency

b.p.m

About 400 ∼ 840

Flow Rate

ℓ/min

About 50 ∼ 85

Tool Arc Length

mm

6,150

Sliding Boom System.

Tool Length Retracted

mm

3,110

▶ 무선 Remote Controller

Tool Length Extend

mm

3,040

Tool Tilt'g Angle

dgree

120 (up90, down30)

Tool Swing

dgree

360 (left180,Right180)

Boom Tilt'g Angle

dgree

85 (up25, down60)

Boom Swing

dgree

360

Width

mm

5,300(+3,040)

Height

mm

2,500

유압배관을 간결하게 하는 Auto Real

Depth

mm

2,100

장착.

Weight

kgf

About 8,000

Breaker

Working
Area

Dimension

모터에 의해 구동 된다.
▶ 3단 Sliding Boom
최대 2,000mm 까진 신장 가능한 3단

원할한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무선 Remote에 의한 조정.
▶ Crawler Type
험로 주행이 가능한 무한궤도 형식의
주행 장치.
▶ Auto Real

* 상기의 SPEC.는 현장조건 또는 당사의 제작사양에 의해 변경 될수 도 있습니다.

■ LAYOUT DWG

TLC LADLE WORKING LAYOUT

DIMENSION

■ BREAKER MACHINE

HJ-BRS2125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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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Breaker Machine중 제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Ladle 해체 범용 장비의 Ladle 수리장내
대부분의 Ladle 해체가 가능하다.
범용장비으로 설계되어 큰 Ladle의 해체가
가능하도록 Long Boom를 사용하므로 장비
의 크기가 크므로 작업장이 협소한 장소에서
는 사용하기 어렵다.
Boom은 2단으로 Slid'g 되며 Tilt'g 시 수평
을 유지하도록 보조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으
며, 상부 Body 전체의 360도 회전하도록 제
작되어 있다.
운전실이 없고 유선 Remote Controller를
기본으로 하며 고장 또는 Sentting작업시 사
용할 수 있는 수동조작장치가 설치 되어 있다.
■ Specification

■ Features
HJ - BRS2125TEE

Model

Crawler

Fixed Type

110 PS 고마력 Diesel Engine 탑재

Impact Force

kg·m

About 120 ∼ 160

Impact Frequency

b.p.m

About 350 ∼ 600

Flow Rate

ℓ/min

About 90 ∼ 110

Front

mm

About 7,000

Sliding Boom System.

Upper

mm

About 15,100

▶ 유선 Remote Controller

Lower

mm

About 3,700

Tool Length Extend

mm

3,000

dgree

110(up85, down30)

mm

3,800

dgree

360

Width

mm

8,000

Height

mm

2,920

유압배관을 간결하게 하는 Auto Real

Depth

mm

2,600

장착.

Weight

kgf

About 13,000

Breaker

Tool Arc
Length
Working
Area

▶ 고마력 Diesel 엔진

Tool Tilt'g Angle
Sliding Length
Body Swing

Dimension

* 상기의 SPEC.는 현장조건 또는 당사의 제작사양에 의해 변경 될수 도 있습니다.

■ WORKING DWG

Working Referance DWG.

모터에 의해 구동 된다.
▶ Long Stroke 2단 Sliding Boom
최대 3,000mm 까진 신장 가능한 2단

원할한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유선 Remote에 의한 조정.
▶ Crawler Type
험로 주행이 가능한 무한궤도 형식의
주행 장치.
▶ Auto Real

■ 출선구 BREAK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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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고로출선구부의 내화벽돌을
약 500∼800℃의 열간상태에서
해체하는 장비입니다.
Drifter에 의한 Core Drilling,
But ton Bit Drilling이 가능하고
전후 Sliding 및 Tilt'g이 가능한
소형 Breaker를 장착하고 있다.
운전실에서 운전 가능하며 무
선 Remote Controller에 의해
해체부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Bit 교환
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Hyd'
Check이 장착되어 있다.

■ Specification

■ Features
Model

HJ - DRF2100

Fixed Type

Crawler

▶ 고마력 Diesel 엔진
110 PS 고마력 Diesel Engine 탑재

Impact Force

kg·m

About 30 ∼ 40

Impact Frequency

b.p.m

About 550 ∼ 850

Flow Rate

ℓ/min

About 20 ∼ 40

해체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Stroke Frequency

Hz

About 52 ∼ 54

1,900mm의 저상구조.

Stroke Energy

KW

About 16.5

▶ 무선 Remote Controller

Rotation Rate

rpm

0 ∼ 200

Torque

Nm

1,280

Drifter Feed Stroke

mm

1,000

Tilt'g Angle

dgree

25(up10, down15)

Swing Angle

dgree

±10

Breaker Feed Stroke

mm

1,000

Breaker Tilt'g Angle

dgree

105(up15, down90)

Width

mm

7,108

Height

mm

1,900

Depth

mm

3,200

Weight

kgf

About 13,500

Breaker

Drifter

Working
Area

Dimension

* 상기의 SPEC.는 현장조건 또는 당사의 제작사양에 의해 변경 될수 도 있습니다.

■ WORKING DWG

모터에 의해 구동 된다.
▶ 저상구조

원할한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가변조절형 무선 Remote.
▶ Wide Type Crawler Type
험로 주행이 가능한 무한궤도 형식의
주행 장치.
▶ Drifter
16.5KW의 높은 타격력을 갖은 Hyd'
Drifter 장착.
▶ 보조 소형 Breaker
Drifter 작업이 용이하지않을 경우을
대비한 소형 Breaker 장착.

■ 대형 CUTTER

■ Purpose
Wheel Saw 또는 Slabsawing Machine,Flat Cutter
이라고도 하는 장비로 다이아몬드 팁이 부착된
Wheel Saw를 엔진동력으로 고속회전시켜 Slab 형태
의 절단물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이다.
주로 다리의 상판, 도로, 건물 슬라브등 바닦 절단
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규모의 바닦절단작업에 현

재까지의 절단공법중 최고로 절단효율이 좋고 우수한 장
비이다.
그러나 교량의 가장자리, 구석진곳, 세로로 서있는 절
단물의 세로 절단은 어려워 Wire Saw 또는 Wall Saw로
절단하여야 한다.

■ Specification
Model No.
Length
Width

HJG30

HJG30V

HJG50

HJG50

HJD50

HJD50V

at Stand-by

mm

1,334

1,525

1,530

at working

mm

2,916

3,350

3,355

at Stand-by

mm

at working

mm

845
845

845
876

845

1,000
876

1,000

1,035

Height

mm

1,125

1,125

1,250

Weigth

kgf

About 640

About 710

About 920

Drive Type

Auto + Manual

Auto + Manual

Auto + Manual

Tilt'g System

Hydraulic

Hydraulic

Hydraulic

Gasoline

Gasoline

Diesel

Fuel
Engine

Displacement

cc

1,498

1,498

2,604

Max. Power

ps/rpm

70/5,600

70/5,600

65/2,600

Prime Power

ps/rpm

50/3,000

50/3,000

50/2,000

mm

350

500

500

High

rpm

2,300/3,000

1,300/3,000

1,278/2,000

Low

rpm

-

850/3,000

836/2,000

maxinum Cutting Depth
Blade R.P.M
Standard Blade
Vacuum System

35"

inch
-

46"
yes

* 상기의 사양은 보다나은 제품 성능을 위하여 사전통보없이 변경될수 도 있습니다.

-

46"
yes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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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
■ Engine 성능곡선

■ 주요기본 장착부품

▶무단변속 mission
및 2단감속기어

▶틸팅실린더용 DC
용 Power Pack

▶좁은 공간 회전 및 선형 절단을 가능케하는
도와주는 Def. Gear Assy

▶틸팅실린더용 DC
용 Power Pack

▶용접구조의 고강
성 Lower Frame

■ Vacuum Pump 관련부품

▶Vacuum Pump

▶Vacuum Slug Tank

▶Magnetic Clutch

▶Generator

▶Motor & Hose
Pump

■ Features

저소음, 저진동,고속형 V 벨트
저소음형 1500CC 가솔린 엔진 및
방진 고무 채용으로 저소음, 저진동
실현, 고속형 V벨트 10가닥으
로 미끄럼 최소화.

인체공학적 조작장치
손이 미치는 곳에 필요한 조작장치
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슴.

풀커버링
소음재가 부착된 커버를 전면에 설
치하여 소음 격감 및 중요부품 보
호로 내구성향상.

디퍼런셜 기어 장착
좁은 공간에서 선회 및 곡선절단 등
이 가능하도록 주행축에 디퍼런셜
기어 장착

벡쿰 장착가능 (OPT)
절단 작업중 절단 슬러그 및 냉각수
를 빨아들여 작업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벡쿰 장치 장착가능.

수동핸들, 자동주행장치
세밀한 작업을 위한 수동핸들과 자
동 무단 변속 주행장치 기본 장착.

■ 포크레인 장착형 와이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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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 Saw ?
다이아몬드 팁이 반지형태로 부착된 와이어를 절단
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감아 걸어 놓고, 전기 또는 엔진
동력으로 와이어를 회전시키면서 뒤로 당겨 절단하는
공법입니다. 본 공법은 해체공법중 최신의 공법으로
빠른 시공, 안전한 시공, 정밀 절단 작업 가능, 절 단물
의 형상과 크기에 무관하게 절단, 철근이 많이 들어 있
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절단등 응용부분이 아주 많습니
다. 특히, 본 장비는 세계 최초로 포크레인에장착하여
사용하므로 경비절감에 탁월하고 절단작업의 응용분
야가 무한합니다.

■ Purpose

■ Specification
POWER

포크레인 장착형 와이어 쏘는 설치 시간이 거의 소요
되지 않고 최대로 낼수 있는 힘이 강력함으로 절단작업
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철거 공사기간를 크게 단축

SIZE

시킬 수 있습니다.

125

ps

'L'

2,800

mm

'W'

1,035

mm

'H'

1,235

mm

본 장비는 교량철거, 건물철거,굴뚝철거,교각철거, 교

max.Pressure

320

량 방호벽 절단등에 사용할수 있으며 특수한 절단 형태

max. Stroke

1,500

mm

는 원형절단, 평면절단, 수중절단, 역풀리 절단등이 가능

max. Cutting

9,000

mm

Wire max. Speed

25

합니다.
■ Features
■ 세계 최초 포크레인 장착형
▷ 별도의 레인 설치, 파워팩이 불필요하고 작업중
근거리이동이 아주 용이하며 절단자세의 응용이
무한하여 작업효율이 높습니다.
■ 최대 125ps 강력 파워
▷ 포크레인에서 최대 125ps정도의 동력을 끌어 쓸
수 있으므로 수중 절단 등 큰 힘이 필요한 절단
작업에도 충분합니다.
■ 최대 9m 견인길이
▷ 1회 견인 와이어 길이가 9m로 1회 견인시 절단 면
적이 크므로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 유선 리모콘 사용
▷ 모든 제어가 가능하고 방수처리 되어 내구성 높은
유선리모콘을 사용하므로 작업이 쉽고 안전한 절
단 작업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절단 자세 가능
▷ 포크레인 장착형이므로 수직, 수평, 배면,수중 작
업등 어떠한 자세도 쉽게 가능하여 최고의 절단
효율을 자랑합니다.

■ Photo Gallery

kgf/㎠

m/s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