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프트카 HD
전동식 계단 운반기
최고 330㎏

오스트리아



계단용 전동 운반기(최고330㎏)

리프트카 HD 

여러 명이 작업해도 힘들고 위험한 중량물 계단 운반,  

리프트카 HD라면 한 명이 빠르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계단 끝 감지 휠과 물리적 브레이크가 연동되어

계단 끝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량 보일러, 가전제품에서 원단 롤까지 

물류업계 뿐 아니라 유통업체, 각 산업현장의 근골격계 예방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  최고 330㎏ 상하강 가능

·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설계

·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하강 시스템으로 안전

·  2단계 속도 조절

·  두 개의 작동 모드 (한 계단/ 연속 계단)

·  빠르게 교체 가능한 배터리 (24V 5Ah)

·  미끄럼 방지 고무로 코팅된 인간공학적 손잡이

·  펑크날 염려 없는 통고무 타이어

·  고강도 알루미늄 밑판

·  가용 계단 높이 최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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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접이식 일반형-보조바퀴

www.sano.kr

계단 끝 감지 휠



탈착식 확장판

(추가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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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www.sano.kr

제 원

접이식 

무게 중심이 낮을 때, 
받침 위에 올려 운반

허용하중

자체무게

상승 속도 1단

상승 속도 2단

가용 계단 높이

완충 시  
계단 상승 횟수

배터리

330㎏

34㎏  + 배터리 4㎏ 35㎏  + 배터리 4㎏ 

보조바퀴 6㎏ 보조바퀴 6㎏ 

6 계단/ 분

10 계단/ 분

210㎜

200㎏ 적재 시 :  220 계단

250㎏ 적재 시 :  190 계단

300㎏ 적재 시 :  120 계단

24V  DC  

(12V  DC-5Ah × 2EA) 

밀폐형 무보수 납산 배터리

충전시간 4.5 시간

접이식-보조바퀴일반형-보조바퀴 접이식일반형

 

 



접었다 폈다! 
계단에서는 접고 , 평지에서는 펴서 

편하게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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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보조바퀴

종  류

일반형 일반형-보조바퀴 접이식-보조바퀴접이식 

특    징 

주 용도

크    기

품   번

손잡이 직선형
키가 큰 적재물 운반용

손잡이 접이식, 각도 조절
키가 작은 적재물 운반 겸용

보관 시 부피 최소화

평지 이동 시 편리한 
접이식 보조바퀴

평지 이동 시 편리한 
접이식 보조바퀴

자판기, 전산기기 등 전고가 높은 화물
높게 쌓은 박스

복사기, 철제, 난로, 금형 등  높이가 낮은 화물
무게중심이 낮은 중량물

530×183×H1615㎜530×183×H1615㎜
530×183×H1781㎜
530×183×H1361㎜

(접었을 때)

530×183×H1615㎜
530×183×H1195㎜

(접었을 때)

C-490C-489C-487 C-488



내게 마침맞은 부속으로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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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한 기술력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했습니다. 

안전벨트-중량
50㎜×3.5M

배터리(여분)
DC 24V 5Ah

충전기
AC 220V

차량용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 홀더 탈착식 돌리 A
464*345 ㎜ 

탈착식 돌리 B
535*345 ㎜ 

탈착식 확장판
종류

배터리 고정고리
배터리 빠짐 방지 고리 

리프트카 HD 추가옵션

www.sano.kr 6

품번 

F : 680*300㎜    H : 530*400㎜    K : 590*300㎜    Q : 780*190㎜    R : 590*210㎜    V : 900*210㎜    

C-485

C-98 C-1080

C-99 C-779 C-495 C-780

C-1140 C-1141 C-1142 C-1143 C-1145

C-486

C-1144



360도 회전 더블휠 캐스터 4개가 부착되어

HD를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방향전환 및 이동이 가능하며 탈착이 쉽습니다.  

(추가옵션) 

탈착식 돌리(d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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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회전바퀴

동영상



HD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국제특허/ 리프트카HD/2019-01 인쇄

리프트카 제품군

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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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ano.at

수입원

강남캐스터넷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24동 20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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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ano.kr
www.8876.co

SAL
화물용

170㎏용

HD
화물용

330㎏용

PT
환자용

150㎏용

PTR
환자용

 160㎏용

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