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AXIS-2 series

유압굴삭기
모델 : ZX10U-2

엔진정격출력 : 9.5 kW (12.9 PS)
장비중량 : 980 kg
벡호버켓 : 0.022 m3



4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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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선회반경: 520 mm

최소폭넓이: 780 mm

가변크롤러폭넓이: 760 ~ 1 000 mm

n 후단선회반경: 520 mm

n 엔진출력: 9.5kW(12.9PS)

n 최소폭넓이: 780 mm

차폭 조절이 가능한 다용도굴삭기, 협소한 공간에서의 원활한 이
동과 넓은 공간에서의 강력한 파워로 각종 작업을 만족시켜드립
니다. 

잠금레버로 안전성 향상
잠금레버의 조작으로 프론트와 선회뿐만
아니라 주행까지 차단합니다. 레버중립시 
시동 시스템의 채용은 잠금레버가 잠금위
치에 있을때만이 엔진시동을 가능하게 하
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조작이 편리한 시동스위치 
보기 편한 모니터
심플한 디자인, 한눈에 들어오는 표시창.

2단주행속도의 적용
2 단주행속도 고속(4.0km/h) 과 저속(2.0 
km/h) 의 적용으로 작업현장에서의 이동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 주행속도: 고속 0 ~ 4.0 km/h
 저속 0 ~ 2.0 km/h

*	 고무 트랙 장착시의	수치

외측플랜지타입의 하부롤러
수평안정성 향상으로 쾌적한 운전환경을 
실현합니다.

조용하고 강력한 3기통엔진
험난한 굴삭작업에 강력한 파위를 실현했
습니다.

• 엔진정격출력: 9.5kW
• 피스톤총배기량: 854 mL (cc)
• 버켓굴삭력: 11.8 kN

유압파일럿제어레버
유압파일럿제어레버의 채용은 부드러운 
제어와 조작성을 실현했습니다.

종합적인 안전성

탁월한 작업능력

콤팩트한 차체, 짧은 후단
콤팩트한 소선회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탁
월한 작업능력을 선보입니다.

협소한 장소에 강한 가변 크
롤러와 블레이드
협소한 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한 760mm 폭
과 안정된 작업을 위한 1,000 mm 폭까지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추가카운터웨이트(선택사양)
작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웨
이트 장착이 가능합니다 
• 추가카운터웨이트: 80 kg



접이식시트
접이식시트는 비내린후에도 청소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HN 부시의 작용원리

오일 순환

HN 부시 핀

오일 틈새에 침입
기공

부시
( 담금질 입자)

진동을 완화시키는 메인프레임
싱글유니트, 카운터웨이트에 의해 평형을 
유지하는 메인프레임은 만일의 진동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장비를 보호합니다.

HN 부시
프론트작업장치와	블레이드의	모든	핀	조인트	연결부에는	신뢰성이 검증된	HN 부시를	채용
하여	윤활주기를	500 시간으로	연장하여	핀과	부시연결부의	마찰과	마모를	감소시켰습니다.

대용량 연료탱크 및 넓은 주유구
연료공급주기의 연장으로 연속 작업 시간
이 길어졌습니다.

• 연료탱크용량: 16 L

전체 개폐식 커버
장비의 커버는 완전히 개방할수 있어 정비
와 라디에터 청소가 편리합니다.

사진에 표시된 오일의 침입은 단지 카타로그설명을 위한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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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특장점

주요사양

엔진
모델		.......................... Yanmar	3TNV70
형식		.......................... 수냉식 ,	4 사이클 ,	3 기통	직접분사	디젤엔진

정격출력

ISO	9249,	
엔진출력	................. 9.5	kW	(12.9	PS)	/	2	100	min-1	(rpm)

최대토크		................... 50.5	N.m	(5.1	kgf.m)	/	1	500	min-1	(rpm)

피스톤배기량		............ 0.854	L

보어와	스트로크		....... 70	mm	x	74	mm

배터리		...................... 1	x	12	V/36	Ah

유압시스템

2- 펌프	구조를	채용한	최적의	유압시스템은	복합작업시	부드럽고	섬세
한	응답성으로	높은	효율성을	실현했습니다 .

메인펌프		.................... 기어펌프 ×	2

최대토출유량		.......... 2	x	10.6	L/min

파일럿펌프		................ 기어펌프 ×	1

최대토출유량		.......... 5.3	L/min

 
릴리프밸브의 설정

메인펌프회로		............. 17.7	MPa	(181	kgf/cm2)

파일럿회로		................ 3.9	MPa	(40	kgf/cm2)

유압실린더
고강도의	피스톤로드와	튜브를	채용했습니다 .	실린더쿠션을 채용하여	
붐상승회로에	대한	스트로크종단의	충격을	완화합니다 .

사양

수량 보어 로드직경 스트로크

붐 1 55	mm 30	mm 355	mm

암 1 50	mm 30	mm 356	mm

버켓 1 50	mm 25	mm 282	mm

붐스윙 1 50	mm 25	mm 260	mm

블레이드 1 50	mm 25	mm 87	mm

제어

붐 ,	암 ,	버켓과	스윙조작은	유압파일럿시스템에	의해	제어됩니다 .
주행 ,	붐스윙 ,	블레이드 ,	가변크롤러와	엑스트라 배관은	기계식	링크
장치에	의해	제어됩니다 .

선회장치

고	토크 ,	오비털모터 .	선회서클은	단열구조로	구성되였으며	전단형	볼
베어링은	열처리를	거친	내치기어에	장착되었습니다 .	내치기어와	피니
언기어는	전부유침식	윤활방식을	채용했습니다 .

선회속도		................... 8.5	min-1	(8.5	rpm)

하부주행 구조물

트랙
트랙터타입의	하부주행	구조물 .	트랙프레임은	엄선된	재료로	용접했습
니다 .	사이드프레임과	트랙프레임은	일체로	완전 용접되었습니다 .	

양측 롤러 수량

하부	롤러		.................. 3	

견인장치
양측의	트랙은	고토크 ,	2 단속도의	액셜피스톤모터에	대한	유성감속기
어의	제어로	반전구동합니다 .	

주행속도		................... 고속	:	0	~	4.0	km/h

( 고무트랙 ) 저속	:	0	~	2.0	km/h

등판능력		................... 58	%	(30°)	지속

작업중량과 접지압

0.81	m 암과	0.022	m3	(ISO	7451 용량 ) 버켓을	장착했습니다 .

작업중량 접지압

180	mm	고무트랙 1	060	kg 23	kPa	(0.24	kgf/cm2)

서비스 주입용량

연료탱크		.....................................................................................	16.0	L	
엔진	냉각수		...................................................................................	3.3	L	
엔진오일		.......................................................................................	2.8	L	
주행장치 ( 양측 )	..........................................................................	0.33	L
유압시스템	...................................................................................	18.0	L
작동유	탱크 ( 기준오일레벨 )	.......................................................	12.0	L

벡호 어태치먼트

버켓

버켓용량 폭
투스수량 중량

프론트어태치먼트

ISO	7451 옆날불포함 옆날포함 0.81	m	암

0.018	m3 300	mm 320	mm 3 15.0	kg A

0.022	m3 350	mm 370	mm 3 16.2	kg A

0.024	m3 380	mm 400	mm 3 16.9	kg B

암	굴삭력 5.9	kN	(610	kgf)

버켓	굴삭력 11.7	kN	(1	200	kgf)

A:	표준굴삭										B:	경부하굴삭

n 레버 중립시 시동 시스템

n 16L용량의 연료탱크

n 접이식시트

견고한 구조, 뛰어난 내구성

초간편 정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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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범위

주 :
설명도는	0.022	m3 버켓 ,	0.81m 암과	180	mm 고무슈를	장착한	ZX10U-2 모델입니다 .

단위 :	mm	

ZX10U-2

	 A	 최대굴삭반경 3	220

	 B	 최대굴삭깊이 1	780

	 C	 최대굴삭높이 3	010

	 D	 최대덤프높이 2	220

	 E	 최대스윙반경	( 최대	붐	좌측스윙시 ) 1	310	(1	100)

	 F	 블레이드보텀	지상	최고위치 220

	 G	 블레이드보텀	지상	최저위치 190

	 H	 최대수직굴삭깊이 	1	670

	 I	/	I'	 오프셋트거리 ( 최대붐스윙각도 ) 420	(55)/535	(65)

괄호중의 수치는 크롤러와 블레이드를 수축하였을 때의 수치입니다 .

외형규격

주 :
설명도는	0.81	m 암과	180	mm 고무슈를	장착한	ZX10U-2 모델입니다 .

단위 :	mm	

ZX10U-2

	 A	 전폭 780

	 B	 전고 1	450

	 C	 후단스윙반경 ( 추가카운터웨이터 ) 520

	 D	 최저지상고 130

	 E	 블레이드장착시의	수평거리 885

	 F	 하부주행체	길이 1	360

	 G	 하부주행체 ( 블레이드 )	전폭 ( 신 / 축 ) 	1	000	/	760

	 H	 텀블러간격 1	040

	 I	 트랙슈	폭 180

	 J	 최대수송길이	( 암수축 ) 2	940

	 K	 붐	전고 970

괄호중의	수치는	크롤러와	블레이드를	수축하였을	때의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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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양 / 장비제원

표준사양	 국가별로	표준사양에	변화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히타치건설기계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선택사양 국가별로 선택사양에 변화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히타치건설기계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엔진

•	레버 중립시 시동시스템

유압시스템

•	유압파일럿식	제어밸브
•	파일럿제어차단밸브
•	2 단속도주행시스템
•	작업장치	유압파이프

운전실

•	안전벨트
•	12	V	소켓
•	작업등

하부주행구조물

•	180	mm	고무슈
•	블레이드

프론트 어태치먼트

•	HN	부시
•	1.46	m	붐
•	0.81	m	암
•	유압회로보조파이핑

프론트 어태치먼트

•	벡호 버켓

카운터웨이트

•	추가카운터웨이트 :	8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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