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 공식 납품업체

L318 L320 L321 L328 L334

엔진출력 60hp 67hp 74hp 74hp 90hp

정격적재용량 818kg 905kg 953kg 1,270kg 1,542kg

최대적재용량 1,633kg 1,814kg 1,905kg 2,540kg 3,084kg

뉴홀랜드 스키드로더!
스키드로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L318 L320 L321 L328 L334



최고의 기술력!

- 최장 축간거리 및 낮은 무게중심, 최적의 하중 분배 설계에 따라 최고의 성능 및 안정성 제공 

- 동급 최고의 정격적재용량, 상차높이, 덤프거리, 덤프높이, 전경각 및 후경각으로 작업 효율성 증대

- 기계 운전 중 롤링이 발생하지 않아 작업 성능 향상 및 운전자 피로도 감소

탁월한 안정성

Vertical Lift Super Boom(수직상승 붐)

* 적용 모델 : L318, L320, L328, L334

*   최고 상차 높이 제공/최고 상차 높이에서 최대 덤프 거리 제공 

Radial Lift Boom(레디얼 상승 붐)

* 적용 모델 : L321 

* 지면에서 최대 브레이크 아웃 포스 및 인양력 제공/운전자 높이 기준에서 최대 덤프 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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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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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K CAB(운전석 내부 및 전방 시야)

최고의 편의성 1

후방시야

* HAWK CAB DISPLAY(각종 기계 정보, 세팅, 후방 카메라 겸용)

측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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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편의성 2

CREEP SPEED
- 주행속도 미세 조정(1~100)

ISO/H MODE
- 운전자의 편의에 따라 ISO/H 모드 선택

2 SPEED
- 2단 주행 속도

* 시동 및 각종 작동 스위치(편의성 극대)

시동 작동버튼 RPM

버켓 자동 수평 유지 장치

붐 고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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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자동 커플러(Hydraulic Coupler)
- 버켓, 집게 등 작업장치를 운전석에서 유압식으로 탈 부착

-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주행 컨트롤(RIDE CONTROL /GLIDE RIDE)
-   노면 주행시 암에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하여 버켓 적재물이   

쏟아지지 않고 쾌적한 승차감 제공

배터리 메인 스위치
- 장시간 장비 미사용시나 혹한기 방전 예방

편리한 배터리 관리
- 배터리가 장비 후방 측면 위치해 관리가 용이합니다.

- 엔진오일 필터 및 오일 드레인

최고의 기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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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서스펜션 시트(열선 내장) : 에어컨 설치 장비

[매뉴얼 서스펜션 시트 : 캐노피 장비]

오디오 시시템 : 에어컨 설치 장비

최고의 기능성 2

최적의 연비 및 저소음 엔진

모델 제작사 모델 출력(마력) 후처리장치

L318 ISM ISM N844LTA-DI-F(Turbo) 60 DOC

L320 ISM ISM N844LTA-DI-F(Turbo) 67 DOC

L321 FPT FPT F5H(Turbo) 74 PM Catalyst

L328 FPT FPT F5H(Turbo) 74 PM Catalyst

L334 FPT FPT F5H(Turbo) 90 DOC/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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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플로우(Standard Flow)
-   표준사양의 각종 유압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 플로우(High Flow)
-   추가 보조유량을 공급하여 파쇄기  

등의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HF(Enhanced High Flow)
-    280 bar의 유압을 제공하여 대

형 부착물(대형 파쇄기, 회전식 

작동 부착물 등) 사용시 작업능

률을 대폭 향상 시켜 줍니다.

-   2차 보조유압 회로를 제공함으

로써 복합동작이 요구되는 부착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M SUPPORT(로더 암 지지대)
- 로더 암 지지대가 장비 하부 프레임에 위치해 저항을 프레임에서 흡수하여 붐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붐 고정 장치
-   붐 하강 방지를 위한 고정 장치를 운전석에서 손쉽게 작동

- 수직상승 붐 모델 적용(L218, L220, L228, L234)

<운전석 내부 붐 하강 방지 작동 레버>

FORCE PUSHING
POWER

각종 부착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뛰어난 유압 시스템

최고의 기능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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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붐(Super Boom) : 최고의 정격 적재 용량, 상차 높이, 덤프 거리

탁월한 토크(Torque) 및 브레이크 아웃 포스(Breakout Force)

최고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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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정비성

용이한 일상 점검
오일 및 필터 등 점검/교환 용이

넓고 편리한 정비 공간
캐빈 고정너트 두개를 풀고 운전석을 앞으로 당기면 넓은 정비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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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승(뉴홀랜드 한국 딜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161
TEL : 02- 6404- 9116 ~7
FAX : 02- 6404- 9118
www.inseung.com / www.newholland.com

MAR. 2020

구분 항목 단위 L318 L320 L321 L328 L334

제원

A. 상차높이 mm 3,048 3,073 3,124 3,290 3,330

B. 전고 mm 1,974 1,998 1,998 2,004 2,044

C. 전장(부착물 제외) mm 2,685 2,685 2,669 2,987 3,021

D. 전장(부착물 포함) mm 3,585 3,569 3,525 3,858 3,891

E. 전폭 mm 1,642 1,755 1,755 1,773 1,865

F. 축간거리 mm 1,128 1,128 1,128 1,322 1,322

G. 최저지상고 mm 178 203 203 203 243

H. 덤프 높이 mm 2,214 2,239 2,347 2,544 2,494

I. 전경각 도 52 52 40 55 48

J. 덤프 거리 mm 946 921 696 974 929

K. 출발각도 도 23 25 25 24 27

L. 후경각 도 35 34 31 33 33

성능

정격적재용량(웨이트 장착시) kg 818(863) 905(950) 953(998) 1270(1360) 1,542

최대적재용량 kg 1,633 1,814 1,905 2,540 3,084

브레이크 아웃 포스(붐) KN 11.7 15.3 20.3 27.3 30.8

브레이크 아웃 포스(버켓) KN 24.7 32.5 32.3 38.3 41.5

작동중량 kg 2,832 2,930 3,160 3,740 4,045

연료탱트 용량 ℓ 73.8 73.8 73.8 96.5 96.5

엔진

제작사 및 모델 ISM(시바우라) FPT(피아트/이베코)

모델 N844LTA N844LTA F5H F5H F5B

배기량 ℓ 2.2 2.2 3.4 3.4 3.4

출력 hp 60 67 74 74 90

최대토크 kgf/rpm 18.7/1,800 21.2/1,800 32.0/1,400 32.0/1,400 39.0/1,400

주행속도
표준 kmh 11.9 12.5 12.5 11.3 11.3

2단(옵션) kmh 17.4 18.3 18.3 16.9 16.9

유압 시스템

유량(STANDARD) ℓ/min 78 78 92 92 92

유량(H/F : HIGH-FLOW) ℓ/min 116 116 126 143 143

유압(STANDARD/EHF) bar 210 210 210 210 238(280)

제원 및 성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