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프트카 SAL
계단용 전동 운반기
최고170㎏

오스트리아



계단용 전동 운반기(최고170㎏)

리프트카 SAL

가볍게 쉽게 안전하게

리프트카 SAL은 사용하기 쉽습니다. 

평지에서는 일반 핸드카처럼 사용하다 계단에서는 빠르고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갑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한 계단씩 올라가며,    

내려갈 때는 버튼도 누를 필요 없이 

하중에 맞춰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인건비 절감 및 작업자의 허리 부상 등 사고를 최소화합니다.

적재물의 종류, 크기, 작업환경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4 종류 유니, 에르고, 폴드, 폴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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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의 무게에 따라 3가지 중 선택

110㎏ - 48계단/분

140㎏ - 35계단/분

170㎏ - 29계단/분

위 제품 모두

크기, 외형, 자체무게는 같고

상승속도만 다릅니다. 



리프트카 폴드

· 절반으로 접혀 

  보관 및 운반이 쉬움 

· 무게중심에 따라 

   손잡이 각도 조절 가능

리프트카 폴드엘

· 1/3이 접히는 

   다목적 모델

· 무게중심에 따라 

   손잡이 각도 조절 가능

바람이 빠지지 않는 바퀴

(추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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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카 유니

키가 큰 적재물에 적합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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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폴드엘 Fold-L 폴드 Fold 에르고 Ergo 유니 Uni

기본형
인간공학적 손잡이로

편안한 작업

일반 핸드카와
가장 비슷함

등을 곧게 펴고
작업 가능

특 징

무게중심에 따른
손잡이 각도 조절

무게중심에 따른
손잡이 각도 조절

보관, 운반 시
가장 적은 부피를 차지

작업이 편안한
인간공학적 설계

물통, 음료상자, 서류주 용도

크기

원통형
(맥주케그, 타이어등)

가전제품, 가구 다목적

480×280×H1530㎜ 480×280×H1530㎜ 480×280×H1530㎜ 480×280×H1630㎜

적재물높이제한1400㎜ 480×280×H1000㎜
(접었을 때)

480×280×H1305㎜
(접었을 때)

030 702

030 701

030 721

030 705

030 704

030 722

030 708

030 707

030 723

030 717

030 716

030 724170㎏

140㎏

110㎏

품
번

제  원 

SAL 110

SAL 140

SAL 170

110㎏

140㎏

170㎏

허용하중 최대 상승 속도 가용 계단 높이 자체 무게 배터리

48계단/분

35계단/분

29계단/분

210㎜
17㎏

+ 배터리4㎏

24V DC
(12V DC-5Ah × 2EA) 
밀폐형 무보수 납산 배터리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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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17㎏ (배터리 무게 4㎏ 별도)

빠른 속도 (최대 48계단/분)

2단계 속도 조절 (저속/고속)

일반 핸드카처럼  방향 조작이  쉬움

모든 유형의 계단에 적용 가능 
(나선형 계단 포함)

광폭 에어바퀴 (통고무 바퀴 추가 옵션)

추가 배터리 및 차량용 충전기로
중단 없이  사용 가능(충전시간 4.5시간)

고강도 알루미늄 밑판

긴 배터리 수명

상승 200계단 + 하강 200계단
(상승만 300계단, 하강만 600계단)

유니                                              에르고                                           폴드                                              폴드엘                                       



7

리프트카 에르고

계단에서 등을 곧게 펴고 

작업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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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카 SAL 추가옵션

생수통 받침대 

고정식 밑판 2개, 접이식 받침 4개
총 6개 적재 가능 품번 930 132

중앙바 

평판형 적재물 받침용 품번 930 133

날 개 
백색가전용 흠집 방지 날개
(소)344㎜, 
(대)860㎜

(소)품번 930 126
(대)품번 930 131

접이식 테이블 

 복사기 운반용 
 밑판 WL, XWL과 호환 , 600×590×H600㎜ 품번 930 129

접이식 보조바퀴 [에르고] 품번 930 172
[유    니] 품번 930 166
[폴드엘] 품번 930 192

보호판
[에르고,유니,폴드엘] 품번 930 181

[폴드] 품번 930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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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리프팅  시스템  

계단운반 및 상하강 스태커 겸용 (최고 120㎏)
A : 높이 900 ㎜ /  B: 높이 1100 ㎜

A: 품번 930 173

B: 품번 930 184

판넬  홀더
문, 유리, 판넬  등 운반 시 (최고 150㎏)

품번 930 153

맥주통  걸이

품번 930 108

w
w

w
.sano.kr



리프트카 SAL 부속
내게 마침맞은 부속으로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요구에 따라 특별하게 설계된 리프트카 SAL 부속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밀한 기술력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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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경량
25㎜×2.7M

품번 930 007

안전벨트-중량
50㎜×3.5M

품번 930 123

배터리(여분)
DC 24V 5Ah

품번 004 110

충전기
AC 110~230V

품번 930 606

차량용 충전기 

품번 930 600

차량용 충전기 + 홀더 

품번 930 114

통고무 타이어
펑크나지 않음

품번 930 119

실린더 거치대 2구
Ø204㎜ 

품번 930 107

탈착 밑판A
464*345 ㎜  

품번 960 101

탈착 밑판B
535*345 ㎜  

품번 960 105

고정식 밑판
접이식 밑판 대체용

품번 930 103

배터리 고정고리
배터리 빠짐 방지 고리 

품번 930 140



WL (356×180×7㎜)

백색가전, 자판기 운반용

XWL (590×180×7㎜)

발 달린 백색가전용

GS-NG (476×239×7㎜)

음료박스 등 운반용 

DS-NG (450×190×7㎜)

박스용

LH (467×278×5㎜)

산소통, 가스통 운반용

품번 930 018 품번 930 074 품번 930 084

품번 930 085 품번 930 002

239

476

유니                                              에르고                                           폴드                                                폴드엘                                       

밑판

1 1

G (420×340×7㎜)–기본 장착

부피가 큰 화물 운반용 

 S (275×236×7㎜)

좌우 미끄럼 방지 홈 

GS (476×239×7㎜) 

음료업계용 (케그 & 상자) 품번 930 003 품번 030 025 품번 930 030



수입원

www.sano.kr
www.8876.co

SANO Transportgeraete GmbH
Am Holzpoldlgut 22
4040 Lichtenberg/ Linz
Austria (유럽 오스트리아)

Tel. +43 (0) 7239/510 10
Fax. +43 (0) 7239/510 10-14
Office@sano.at

제조원

www.sano.at

강남캐스터넷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24동 203호
대한민국

전화 02-805-3135
팩스 02-894-3136
메일 88@8876.co

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국제특허 / 리프트카SAL / 2017-03 인쇄

사노라면
더 좋은날도
옵니다사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