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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 및 센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주변을	항시	센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애물	

감지센서	및	Fork	Tip	센서

•	비상상황을	대비해	여러	위치에	설치된	비상정치	스위치

The Highest levels of Reliability 최고의 장비가동율을 실현하기 위해 Global 
1위 Kollmorgen社의 신뢰성 높은 솔루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	글로벌	1위	Kollmorgen社	무인지게차	솔루션	적용	

•	빠른	충전과	긴	수명을	자랑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	배터리	자동	충전	시스템

•	보다	원활한	무선통신을	가능케	하는	듀얼	안테나

•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는	에러	진단	및	블랙박스	시스템

•	국내	최대의	두산	서비스	네트워크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센싱하고
이에 맞춘 정교한 제어로
한치의 오차없이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고객의	작업환경에	맞춘	정교한	ACS*설정

•	정확하고	정밀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Laser	Navigation	시스템	(LiDAR	센서)

•	3D	Scanner를	통한	한치의	오차없는	3D	Mapping

•	현장의	작업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3D카메라	및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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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F	:	Automated	Guided	Forklift

*	ACS	:	AGF	Control	System

놀랄만한	생산성을	실현하는

높은	신뢰의	설계
 

두산의 무인지게차(AGF*)는

높은 신뢰성의 설계와 정교한

제어기능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더해

최고의 생산성과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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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	납배터리	대비	4배	가까운	긴	수명과	증류수	보충	등의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	작업	대기시간	중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	보다	장비가동율을	높입니다.

•	충,	방전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능케합니다.

장비가동율을 최대화하는 신뢰성 높고 안정적인 설계

최상의	장비가동율을		실현하기	위해
Global	1위	Kollmorgen의	신뢰성	높은	무인지게차	솔루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배터리 자동충전 시스템

배터리	잔량	저하	또는	장비대기	시	

스스로	이동하여	충전을	시행하므로	

작업자의	별도	충전작업	없이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듀얼 안테나

2개의	무선	안테나	장착으로	

수신율을	보다	높였으며	안테나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정상작업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서비스 네트워크

•	20개의	엔진	&	전동	종합딜러

•	5개의	전동	전문딜러

•	53개의	지정정비공장

•	37개의	부품	대리점

Kollmorgen 시스템

•	글로벌	1위		무인지게차	솔루션.	

•	검증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밀한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최상의	장비가동율을	제공합니다.

에러진단 및 VDT* 시스템

장비에러	발생	시	자동으로	블랙박스	파일을	

생성하고		VDT*	시스템의	에러파악	및	진단기능을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	VDT

		(Vehicle	Diagnostic	System)

Manual Control Device

Navigation Sensors

Vehicle Controlle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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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Navigation

LiDAR센서와	반사판(Reflector)을	이용,	삼각측량법을	통해	정밀한	차량	위치를	추정,	

빠르고	정밀한	주행	제어가	가능합니다.

	-	LiDAR	센서	&		Reflector	오차	+-3mm

정교하고 능동적인 제어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센싱하고	이에	맞춘	정교한	제어로
한치의	오차없이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ACS(AGF Control System)

ACS는	AGF를	효율적으로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AGF의	경로,	

작업지시,	충돌방지,	자동충전	등	모든	작업을	제어,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생산성을	이끌어	내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제어시스템	및	UI(User	Interface)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쉽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밀 Laser Navigation

최첨단	LiDAR	Sensor를	이용한	Laser	Navigation	방식의	주행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높은	정밀도의	주행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설치가	간편한	반영구적	레이저	반사판(Reflector)	설치만으로	적용	

가능하여	설비투자	최소화	및	현장	레이아웃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3D 스캐너를 통한 디지털 맵핑

오차율	+-2mm의	정밀	3D	스캐너로	현장지형을		디지털	스캐닝하여	

고정밀도의	3D	Map을	생성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3D	맵핑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		

시	AGF설치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정밀한	3D맵	구현이	

가능합니다.

3D 카메라 및 거리측정 센서

AGF가	화물을	들어올릴	경우		3D카메라	및	거리측정	

센서로	전방	파렛트의	정확한	위치를	센싱,	자동으로	

포크	위치를	좌,	우	조정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파렛트를	들어올립니다.

수동 조작 컨트롤러

AGF를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어		필요	시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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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안전기능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	및	센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장애물 감지센서 

4개소에	설치된	장애물	감지센서는	주변을	상시	센싱하여	보행자	및	다른	작업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	전면,	후면,	상부	총	4개소에	장애물	감지용	LiDAR	센서	설치하여	주변과의	거리	상시	센싱.

•	감속영역	이내	진입	시	AGF	주행속도	감속.	정지영역	진입	시	AGF	정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	주행속도와	방향에	따라	장애물	인식	범위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차량을	감속.

•	현장상황에	맞게	감속,	정지	범위	및	속도	조정	가능.

Fork Tip센서 

AGF가	화물을	내릴	때	Fork	

Tip센서를	통해	전방랙의	화물	

적재여부를	파악,		화물이	있을	

경우	하차작업을	중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비상정지 스위치

전방,	좌,	우	3개소에	설치된	

비상스위치를	통해	긴급	상황	시	

AGF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태표시등

AGF좌주의	상태표시등은	차량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	녹색	:	주행	중

•	주황색	:	마스트	동작	중

•	적색	:		에러발생

Warning	Field,	장애물	인식.	AGF	감속.

Protective	Field,	AGF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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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roup 내용 단위 사양

1

General

Drive Type Electric

2 휠 구성 (로드 / 동력 / 캐스터) 2 / 1 / 1

3 주행 유형 Steer Drive

4 최소선회반경 mm N 1900

5 최대 인상 높이 mm O 6890

6 적재 능력 kg 1800

7 하중 중심 mm 600

8 실린더 종류 Lift, Reach, Sideshift, Tilt

9 Fork 사양 포크 사양 - 두께 x 폭 x 길이 mm 45 x 110 x 1200

10
Battery

배터리 전압 V 36V (Li-ion)

11 배터리 용량 Ah 440Ah

12

Dimension

전고 mm Y 3151

13 파워 유닛 폭 mm F 1303

14 전폭 (센서 바깥 쪽) mm X 1546

15 레그 외폭 mm H 1404

16 레그 내폭 mm I 1112

17 리어 오버행 mm L 375

18 전장 (포크 1200mm 포함) mm Z 2726

19 리치 스트로크 mm 560

20 Weight 차량 무게 kg 3980

21

“AGF 
구성품”

주행 솔루션 Kollmorgen NDC8 Solution

22 상태 표시등 3색 LED

23 부저 주행, 에러

24 EMS(Emergency Switch) 측면 2개 / 전면 1개

25 뷰어 버튼식 텍스트 뷰어

26 수동 조작 유선 조이스틱

27

성능

주행 속도(자동) m/s 기본 1.0

28 주행 정밀도 mm ±30

29 정지 정밀도 mm ±10

30 장애물 인식 센서 위치 전면 1개 / 다리 위 2개 / 상부 1개

31 장애물 인식 동작

32 장애물 정지 거리(전, 후방) mm 200

33 자동충전 배터리 % < 25.0

34 리프트 상승 속도(무부하) mm/s 300

35 리프트 하강 속도(무부하) mm/s 280

O

Z
D

B L

Y

F

N

H
I

X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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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