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osan Forklift Attachment Line Up

FORK 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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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n Forklift Attachment Li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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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태치먼트 선택시 유의사항

● 어태치먼트 장착시 지게차가 인양할 수 있는 하중의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취급하물의 하중이 적당한가를 판단합니다.

● 어태치먼트는 특수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만 동시에 그 동작에 항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어태치먼트는 까다로운 장비로서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모든 어태치먼트는 선택사양으로 차량가격에 부가됩니다.

● 어태치먼트 장착시 표준형 지게차 보다 전방 시야성이 저하되어 운행 및 작동에 좀더 유의해야 합니다.

● 전동지게차 어태치먼트 장착시 자체 무게에 의한 영향으로 배터리 충전 주기가 짧아집니다.

● 특수한 사양은 두산인프라코어(영업직원)와 공급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파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두산지게차와

산업현장의 다양한 작업조건에 적합한 작업장치의 조합은

높은 생산성과 최고의 작업효율을 실현하여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 및 고객의 이익을 배가시켜 드립니다.

어태치먼트 종류

포크 무버(FORK MOVER)

사이드 쉬프터(SIDE SHIFTER)

로테이팅 롤 클램프(ROTATING ROLL CLAMP)

베일 클램프(BALE CLAMP)

다목적 클램프 (MULTIPURPOSE CLAMP)

타이어 클램프(TIRE CLAMP)

포크 클램프(FORK CLAMP)

로드 스테빌라이져
(LOAD STABILIZER)_2/4 FORK

1-2 팔레트 핸들러
(SINGLE-DOUBLE PALLET HANDLER)

힌지드 포크(HINGED FORK)

힌지드 버켓(HINGED BUCKET)

로테이팅 포크(ROTATING FORK)

로테이팅 파레트 클램프
(ROTATING PALLET CLAMP-TURN A LOAD)

인버터 푸시 클램프 
(INVERTER PUSH CLAMP)

푸쉬 풀(PUSH PULL)

로드 익스텐더(LOAD EXTENDER)

드럼 핸들러(DRUM HANDLER)

드럼 클램프(DRUM CLAMP)

잉고트 클램프(INGOT CLAMP)

램(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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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캐리지를좌/우로이동시켜차량중앙에서벗어난파레트작업시
차량정지상태에서좌/우간격맞춤

용도
적재장소효율증대

사이드쉬프터
SIDE SHIFTER

기능 : 양포크간거리를신속하게조정하여다양한크기의하물에
포크를용이하게삽입

용도 : 파레트크기또는하물의길이가다양한작업에활용
종류

포크무버
FORK MOVER (FORK POSITIONER)

기능

용도
종류

로테이팅롤클램프
ROTATING ROLL CLAMP 기능 : 평면의ARM으로하물을좌우에서압착하여

용도

종류

베일클램프
BALE CLAMP

건초용



기능 : 캐리지를좌/우로이동시켜차량중앙에서벗어난파레트작업시
차량정지상태에서좌/우간격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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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용



기능 : 베일클램프의ARM에하물의외상방지용고무판을부착한클램프
용도

꾸러미형태의하물하역
종류

다목적클램프
MULTIPURPOSE CLAMP

기능
평상시일반적인파레트작업수행

용도
종류

포크클램프
FORK CLAMP

기능

용도 : 타이어취급업체에서파레트없이상하차및운반
종류

타이어클램프
TIRE CLAMP



기능 : 베일클램프의ARM에하물의외상방지용고무판을부착한클램프
용도

꾸러미형태의하물하역
종류

다목적클램프
MULTIPURPOSE CLAMP

기능
평상시일반적인파레트작업수행

용도
종류

포크클램프
FORK CLAMP

기능

용도 : 타이어취급업체에서파레트없이상하차및운반
종류

타이어클램프
TIRE CLAMP



기능 : 상부의압력판과하부의포크로운반하물을고정시켜
흔들리거나붕괴되는것을방지

용도

종류
로테이팅복합형(제수기)

기능 : 2개로분할되어있는2쌍의포크로구성되어있으며
포크를모아1개의파레트작업또는포크를넓게벌려
2개의파레트작업을선택수행

용도 : 고정식4포크에단점인파레트취급시편하중과
차체전폭으로인한물류장애가우려되는작업현장
주로일정한규격의파레트를사용하는석유화학제품물류

SINGLE-DOUBLE PALLET HANDLER

로드스테빌라이져
LOAD STABILIZER



기능 : 상부의압력판과하부의포크로운반하물을고정시켜
흔들리거나붕괴되는것을방지

용도

종류
로테이팅복합형(제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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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스테빌라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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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포크를상하방향으로경사시켜원통형하물의운반과큰

일반적인파레트작업도수행
용도
종류

힌지드포크
HINGED FORK

힌지드버켓
HINGED BUCKET

기능 : 힌지드포크에버켓을장착하여로더역할을수행하며

일반적인파레트작업도수행
용도

처리등
종류

▶ 전동식 지게차에는 적용치 않음



기능 : 포크를상하방향으로경사시켜원통형하물의운반과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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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좌우방향으로회전

용도
침전하기쉬운물건을뒤집어교반

로테이팅파레트클램프
ROTATING PALLET CLAMP (TURN A LOAD)

기능
용기에담긴하물을쏟아붓는작업수행

용도

로테이팅포크
ROTATING FORK



기능
좌우방향으로회전

용도
침전하기쉬운물건을뒤집어교반

로테이팅파레트클램프
ROTATING PALLET CLAMP (TURN A LOAD)

기능
용기에담긴하물을쏟아붓는작업수행

용도

로테이팅포크
ROTATING FORK



기능 : 시트형파레트위에적치된하물을폭이넓은플레이트형포크위로
끌어들이거나밀어내는작업

용도 : 일반적인파레트대신시트(SHEET)에상자형또는포대로포장된제품의적재및
상하차작업

종류

푸시풀
PUSH PULL

인버터푸시클램프
INVERTER PUSH CLAMP

기능 : 콘테이너및화물트럭에파레트없이하물을푸시플레이트
(PushPlate)로푸싱(Pushing)하여상차작업수행

용도
파레트없는상태로출하
(공정용파레트를회수하는작업)

로드익스텐더
LOAD EXTENDER

기능 :캐리지와포크가전방으로뻗어나가는구조로좁은공간에서의
하물적재및하역작업

용도
좁은공간에서하물취급

종류



기능 : 시트형파레트위에적치된하물을폭이넓은플레이트형포크위로
끌어들이거나밀어내는작업

용도 : 일반적인파레트대신시트(SHEET)에상자형또는포대로포장된제품의적재및
상하차작업

종류

푸시풀
PUSH PULL

인버터푸시클램프
INVERTER PUSH CLAMP

기능 : 콘테이너및화물트럭에파레트없이하물을푸시플레이트
(PushPlate)로푸싱(Pushing)하여상차작업수행

용도
파레트없는상태로출하
(공정용파레트를회수하는작업)

로드익스텐더
LOAD EXTENDER

기능 :캐리지와포크가전방으로뻗어나가는구조로좁은공간에서의
하물적재및하역작업

용도
좁은공간에서하물취급

종류



기능
기계식작업장치로별도의유압라인이필요없음

용도

드럼핸들러
DRUM HANDLER

기능 : 드럼취급에적합한ARM으로드럼의외부를압착하여2개또는4개의드럼을동시
하역작업

용도 : 드럼및유사원통형의화물취급

종류

드럼클램프
DRUM CLAMP



기능
기계식작업장치로별도의유압라인이필요없음

용도

드럼핸들러
DRUM HANDLER

기능 : 드럼취급에적합한ARM으로드럼의외부를압착하여2개또는4개의드럼을동시
하역작업

용도 : 드럼및유사원통형의화물취급

종류

드럼클램프
DRUM CLAMP



기능
있는하물을취급

용도

램
RAM잉코트클램프

INGOT CLAMP

기능
클램핑과회전하여빼내거나투입하는작업수행

용도



기능
있는하물을취급

용도

램
RAM잉코트클램프

INGOT CLAMP

기능
클램핑과회전하여빼내거나투입하는작업수행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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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R PUSH CLAMP DRUM HANDLER DRUM CLAMP INGOT CLAMP RAM

Doosan Forklift Attachment Line up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