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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품의 사양과 Color는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사양 반드시 협의 후 제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양

모 델 단 위 SW-1001 SW-1002 SW-2001 SW-2002 SW-4001 SW-4002
사용하중 kg 1000 1000 1500 1500 3000 3000

최고높이 mm 1000 1000 1050 1050 1100 1100

최저높이 mm 205 205 230 230 240 240

작업대크기 mm 820 x 1300 1000 x 1600 850 x 1300 1000 x 1600 1200 x 1700 1200 x 2000

전원 1Φ x 220V x 60Hz 3Φ x 220V or 380V, 60Hz 

SW Series 작업자의 피로감을 최소로!

LTB-50 Series 전동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

Total Moving System www.soosung.com

※ 위 제품의 사양과 Color는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양

모 델 단 위 LTB-50D LTB-50SD
사용하중   kg 500 500

테이블 상승높이 mm 1000 1720

테이블 최저높이 mm 380 490

테이블 폭 mm 610 610

테이블 길이 mm 1200 1200

밧데리 24V x 65A 24V x 65A

충전기 1Φ×220V, 60Hz 1Φ×220V, 60Hz

Electric Lift Table
전동식 테이블 리프트

공작기계, 전용기계 라인 작업등에 있어서 반복 연속 작업시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제품을 주입 또는 인출 할 수 있는 최적의 높이로 맞출 수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자의 피로감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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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D-2000 / SW-2000L Series 작업자의 피로감을 최소로!

Total Moving System www.soosung.com

※ 위 제품의 사양과 Color는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사양 반드시 협의 후 제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양

모 델 단 위 SWD-2000 SW-2000L
사용하중 kg 1500 1500

최고높이 mm 1780 1300

최저높이 mm 360 250

작업대크기 mm 850 x 1300 1000 x 2000

전원 3Φ x 220V or 380V, 60Hz 3Φ x 220V or 380V, 60Hz 

Lift Table
테이블 리프트

공작기계, 전용기계 라인 작업등에 있어서 반복 연속 작업시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제품을 주입 또는 인출 할 수 있는 최적의 높이로 맞출 수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자의 피로감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