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 입승식 전동 지게차
Electric Pantograph Reach Truck

BR18/20SP-7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두산 산업차량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고양고 작업 성능

두산  BR18/20SP-7



두산의 북미형 리치 트럭 BRSP 시리즈는 신뢰성과 
안전성, 우수한 작업 성능이라는 두산의 전통을 계승한 
고양고 작업용 지게차 입니다. 

부드러운 작동과 정교한 컨트롤,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고양고  물류장비를, 이제 두산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우수한 고양고 작업 성능
마스트 작동이 일반 입승식 지게차 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전방 

카메라, 높이 설정, Auto tilt 기능 등 효과적인 고양고 작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편리한 운전
주행, 마스트 상승, 하강 등 장비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차량의 기본 성능이 

뛰어납니다. 

       탁월한 품질 내구성과 저렴한 유지비
차량과 작업 장치, 각종 부품의 품질과 내구성이 우수하여 신뢰성이 높고 

수리비가 절감됩니다.

       2년 4000시간 무상 보증 서비스
확고한 품질 자신감을 기반으로, 국내 최장 2년 4000시간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친환경 차량
높은 작업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작업장 구현이 

가능합니다. 

 두산 입승식 전동지게차

BR18/20SP-7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

       Full AC 시스템
주행과 유압 및 스티어링까지 Full AC 시스템을 적용하여, 뛰어난 반응성과 정교한 컨트롤,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하였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작업 장치
마스트와 캐리지에 쿠션 실린더를 적용하여,  고양고 작업 시 흔들림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

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방 카메라 시스템(옵션)
작업자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고양고 작업 시, 포크 끝을 볼 수 있는  전방 카메라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여 편의성과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상승 높이 설정 기능(옵션)
포크 상승 시 설정된 높이에서 자동으로 멈추어서 빠르고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리어 휠 자동 정렬
장비 가동 시 자동으로 로드 휠이 중앙 정렬되어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회전 속도 자동 조절
차량 회전 시 전복 방지를 위해, 회전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되어 보다 안전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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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 3rd 포스트 
·선풍기, PDA등  
·다양한 악세서리 마운트 가능

0 8 전자식 스티어링 휠 
·부드럽고 정교한 핸들링 
·컴팩트 사이즈 (200mm)

0 9  다기능 디스플레이 
 ·중량계 표시기능 



편리한 조작과
편안한 운전 공간        

01  비상 정지 스위치

02 ·5V USB type 
·12V 전원 소켓

03   전조등/후미등/팬스위치

04    5단계 높이 조절 가능 
팔 받침대

05    무릎, 허벅지, 등받이 패드

06    편안한 플로어 매트

0 9  다기능 디스플레이 
 ·중량계 표시기능 

10  인체공학 다기능 조이스틱

 두산 입승식 전동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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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편의성이 높은 스윙 아웃 도어

압도적인 내구성과
저렴한 유지관리비

손쉽게 탈부착 가능한 대시보드



 두산 입승식 전동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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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모터의 탁월한 방열 성능
전동차의 핵심 부품인 컨트롤러와 모터 품질이  

우수하여 고장이 없고, 과열 방지 기능 적용되어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방수성이 우수한 Sealed 커넥터
커넥터 들이 실리콘 씰링 처리 되어 수분 유입

을 방지합니다. 

고품질 ZF 트랜스액슬
정교한  제작과 효율적인 작동 메커니즘으로 

열발생과 마모가 놀랄 적습니다. 첫 50시간 사용 

후 오일 교환을 하면,  이후엔 더 이상의 오일 

교환이 필요 없습니다. 

교체가 편리한  로드 휠
·Bolt on 타입 로드 휠 
·토(Toe) 가드 Option

뛰어난 내구성과 긴 수명의 
Vulkollan 타이어
최고급 독일 Vulkollan 타이어를 적용하여 일반 

우레탄 타이어 대비 2배 이상의 내구성과 수명과 

수명을 갖추었습니다.



BR18/20SP-7

외형도

BR18/20SP-7

마스트 사양

BR18SP-7

Mast 종류
최대양고 전고

최대높이 자유인상높이
틸트 각도 들어올림능력

/WO STD. LBR /W STD. LBR /WO STD. LBR /W STD. LBR

mm mm mm mm mm mm deg(도) kg

FFT

5030 2310 5915 6270 1425 1070 3/4 1580

5330 2410 6215 6570 1525 1170 3/4 1580

6100 2725 6980 7335 1840 1485 3/4 1470

6430 2835 7310 7665 1950 1595 3/4 1390

6550 2875 7430 7785 1990 1635 3/4 1360

6890 2990 7775 8125 2105 1750 3/4 1310

7340 3215 8225 8580 2330 1975 3/4 1220

BR20SP-7

Mast 종류
최대양고 전고

최대높이 자유인상높이 틸트 각도
들어올림능력

/WO STD. LBR /W STD. LBR /WO STD. LBR /W STD. LBR 전/후

mm mm mm mm mm mm deg(도) kg

FFT

5030 2310 5915 6270 1425 1070 3/4 1810

5330 2410 6215 6570 1525 1170 3/4 1810

6100 2725 6980 7335 1840 1485 3/4 1810

6430 2835 7310 7665 1950 1595 3/4 1810

6550 2875 7430 7785 1990 1635 3/4 1810

6890 2990 7775 8125 2105 1750 3/4 1650

7340 3215 8225 8580 2330 1975 3/4 1370

7610 3305 8495 8850 2420 2065 3/4 1210

8075 3540 8970 9320 2655 2300 3/4 1060

* 차량의 사양 및 제원은 품질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카다로그 사진은 표준장비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BR18/20SP-7

하중곡선도



BR18/20SP-7
차량제원

BRSP-7 

제조사 두산

Model kg BR18SP-7 BR20SP-7

General

적재능력 in(mm) 1600 1800

배터리 적재함 폭 mm 16.4 (416.6) 20.9 (530.9)

하중중심 600

동력형식 V AC 전기 AC 전기

Voltage 36

작동형식 입승/좌승 입승식

타이어 타입-로드/캐스터/드라이브 Poly / Poly / Poly (Vulkollan)

휠, 로드/캐스터 (Drive x) kg 4 / 2 (1x)

Weight

총 하중 (레그내폭 34인치, FFT 6100, /w LBR,Fork 장착 시) kg 3444 3757

Weight /wo batt at 240" MFH Mast (34" Leg) kg 2582 2623

With load,Front (With Min Batt at 240" Mast Reach in) kg 3126 3421

With load,Rear (With Min Batt at 240" Mast Reach in) kg 1918 1936

W/O load,Front (With Min Batt at 240" Mast Reach in) kg 1275 1429

W/O load,Rear (With Min Batt at 240" Mast  Reach in) kg 2169 2328

배터리 최소 무게 kg 860 1130

Dimension
-
Chassis

헤드가드 높이 A mm 2410

륜간거리 (휠베이스) B mm 1525 1640

헤드 길이 (후면부터 포크 face 까지 길이) C mm 1385 1500

전장 (포크포함) mm 1385 + 포크길이 2015

파워 유닛 길이 D mm 1900 995

파워 유닛 폭 F mm 1030

파워 유닛 높이 G mm 1468

레그 내폭 
(선택 사양, 레그 사이 안쪽 폭)

H mm
34(863.6), 36(914.4), 38(965.2), 

40(1016), 42(1066.8), 44(1117.6)

전폭 (바깥 쪽 레그 폭) I mm 내폭에 292mm 추가

레그 폭 (레그 자체 폭) mm 146

스텝 높이 J mm 290

배터리 롤러 높이 K mm 170

리어 오버행 L mm 235

최저지상고 M mm 50

최소선회반경 N mm 1763 1878

직각적재통로폭 mm 하기 sheet 참고

운전석 높이 mm 2065

운전석 앞뒤 길이 mm 450

운전석 폭 mm 454

Track (Tread) / Rear mm 725

프런트 엔드
제원

최대 인상 높이 O mm 6100 6100

마스트 최저 높이 P mm 2725 2725

마스트 최고 높이 (With STD. LBR) Q mm 7335 7335

자유인상고 (With STD. LBR) R mm 1485 1485

캐리지 폭 S mm 813 813

LBR 높이 T mm 1220 1220

틸트각도 (전/후) U deg(도) 3 / 4

포크길이 (두께 x 폭 x 길이) mm 45 x 100 x 1050

포크 간격 조정 범위 (최소 / 최대) V mm 240 / 750

리치 스트로크 W mm 580

배터리 적재공간 사이즈 배터리 적재공간 사이즈 mm 416 x 985 x 810 531 x 985 x 810

배터리 사이즈 배터리 컨테이너 사이즈 mm 397 x 974 x 776 513 x 974 x 776

타이어 사이즈

드라이브 (지름 x 폭) mm 344 x 140

캐스터 (지름 x 폭) mm 175 x 62

로드 휠 (지름 x 폭) mm 125 x 100

성능

Travel Speed Tractor First (Empty/Rated Load) km/h 12

Travel Speed forks First (Empty/Rated Load) km/h 12

상승속도 (부하) mm/s 350 330

상승속도 (무부하) mm/s 600

하강속도 (부하) mm/s 550

하강속도 (무부하) mm/s 550

리치 인/아웃 속도 (무부하) sec 조절가능

최대등판능력 (부하) % 10

최대등판능력 (무부하) % 10

* 차량의 사양 및 제원은 품질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카다로그 사진은 표준장비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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