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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유럽형 멀티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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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MINI LOADER S-500

 PRODUCT INTRODUCTION:

ELEFANT S 500 시리즈는 입승식 조종장비로 wheel과 Crawler 타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든 S 시리즈 장비는 미국 콜러 사의 최신 KOHLER 
GASOLIN 엔진을 탑재하여 강력한 파워를 경험 하실수 있습니다.
 
ELEFANT S 시리즈는 작은 사이즈의 미니로더로 다양한 부착장비들이 
준비되어 협소하고 진입이 어려운 작업환경서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1. 콤팩트한 디자인과 경량화된 장비 중량으로 좁은 장소에서도 쉽게 운반하거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장비에 부착된 표준 퀵 커플링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한 수 십여 종의 부착장비와 

쉽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3. 오일탱크의 독특한 스윙 디자인으로 유지관리에 더욱 단순하게 해 줍니다.

4. 프레임의 훅 홀은 쉽고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조작하기 쉬운 제어레버와 hand hooking bar 는 단순하고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장비의 윤활유는 장비의 외부에 있도록 배치하여 손쉽게 장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메인 유압부품은 검증되고 보증된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개발되어진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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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S-500

모델 S-500 , S-500T

이동타입 WHEEL, Crawler

최대길이(버킷없이)  1760mm

최대 넓이 1100mm

최대높이 1295mm

속도 5km/h

정격부하용량 520kg(including attachment)

팁핑로드 1040kg

최대상고 1800mm

견인력 8.2KN

무게 1200kg

유압오일흐름 21L/min x 2

오일탱크용량 38L

오일보드 L-HL46

디젤오일용량 28L/min

배터리용량 45Ah

전압 12v

엔진 Kohler LH690，26HP

엔진유형
Gasoline, 2 cylinder, 

water cooling

엔진속도 3600rpm

 

- ELEFANT S-500 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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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LOADER M-시리즈

(M-650 / M-950 / M-1250)

 

ELEFANT M 시리즈는 M-650, M-950, M-1250가 있습니다. 

M 시리즈 장비는 폭 980mm 에서 1,500mm 로 농장, 공장, 건설, 원예 

및 전원 등 회전 반경이 최소화되어 좁은 환경에서도 최적의 작업이 가

능하도록 개발되어졌습니다.

 

또한,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편리한 기능작동과 작업용도에 맞도록 다른 

부착장비와 쉽게 호환이 가능하여 더욱 사용하기 편리한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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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특징 :  ELEFANT LOADER M-시리즈

1. M 시리즈는 전면부와 후면부가 허리굴절형태로 설계되어 좁은 환

경에서도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구동 및 회전에

서 운동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웨이트 발란스를 고려한 설계

를 통하여 보다 높은 로딩능력을 발휘합니다.

 

2. 장비에 부착된 퀵 커플링 시스템은 사용 목적에 맞는 50여종의 다

양한 부착장비와 손쉽게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3. 인지 공학적으로 설계된 조종석의 4면 탁트인 시야 확보로 사각지

대가 최소화되어 작업 및 이동 등에서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4. 조작하기 쉬운 제어레버와 멀티 텔레스코픽 기능이 기본 탑재되

어 보다 높이, 보다 먼 곳의 작업도 장비의 이동 없이 작업 할 수 있습

니다.

 

5. M 시리즈의 모든 모델은 유압모터에 의한 4륜 구동방식으로 내구

성과 험한 작업환경에서 탁월한 구동능력을 발휘합니다.

6. 장비의 윤활유는 장비의 외부에 있도록 배치하여 손쉽게 유지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엔진과 부품은 철저히 검증되고 보증된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개발되어진 장비입니다. 현재 엔진은 YANMAR, 

KUBOTA, PERKINS사의 엔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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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LOADER M-650

ELEFANT M-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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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도 ELEFANT M 650

l 티핑 부하는 장비의 경사에 대한 한계치를 나타냅니다. 그림 3.4에 표시한 부하도는 다양한 암의 

위치와 기계로부터의 다양한 거리에서 적재의 기울기와 최대 리프팅 하중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l 부하도는 정지 위치에 있고 또 운전석에 90㎏의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나타냅니다.

l 하중의 무게 중심 이동은 장비의 적재용량을 변할 수 있습니다.

l 공식 리프팅 능력은 사용된 부속품의 하중을 포함하므로, 순 리프팅은 그래프에 나타난 값에서 

부속품의 하중을 제외한 것에 의해 주어집니다.

l 도표에서 하중의 무게 중심은 ISO 14397-1 의 규칙에 따라 장비의 커플링 판으로부터 400m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이 이동하는 동안 starting 지점과 장비의 적재용량으로부터 하중 중심

은 다를 수 있습니다.

l 그림 에서 장비는 최대 articulation 위치에 있습니다. 전후면 차대의 중심은 동일한 직선이 아닐 

수 있어 적재용량은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l 도표에서 커브 B는 앞쪽 바퀴의 하중 무게로부터 다른 거리에서 정격 적재용량에 해당하는 장비

가 최대 articulation(조율) 일 때를 나타냅니다.

l 도표에서 커브 A는  앞쪽 바퀴의 하중 무게로부터 다른 거리에서 티핑 로드에 해당할 때를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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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M 650

모델 M650

최대길이   2195 mm

최대 넓이 980 mm

최대높이 2080 mm

회전각도 40˚

속도 9km/h

중량(평형추 제외) 1150kg

표준 타이어 23x8.5-12

타이어 압력 2.8

유압오일탱크용량 35L

압력 190

오일 모델 L-HL46

엔진 PERKINS

연료 디젤

실린더 3개

냉각시스템 수냉식

정격출력 12.5Kw

회전속도 2,800 r/min

연료탱크용량 18L

배터리용량 55Ah

전압 12V

ELEFANT M 650 선택 옵션

Counter weight (무게 추)

Trailer Hook (견인고리)

장비사양 ELEFANT M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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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LOADER M-950

                       

ELEFANT M-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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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도 ELEFANT M 950

l 티핑 부하는 장비의 경사에 대한 한계치를 나타냅니다. 그림 3.4에 표시한 부하도는 다양한 암의 

위치와 기계로부터의 다양한 거리에서 적재의 기울기와 최대 리프팅 하중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l 부하도는 정지 위치에 있고 또 운전석에 90㎏의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나타냅니다.

l 하중의 무게 중심 이동은 장비의 적재용량을 변할 수 있습니다.

l 공식 리프팅 능력은 사용된 부속품의 하중을 포함하므로, 순 리프팅은 그래프에 나타난 값에서 

부속품의 하중을 제외한 것에 의해 주어집니다.

l 도표에서 하중의 무게 중심은 ISO 14397-1 의 규칙에 따라 장비의 커플링 판으로부터 400m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이 이동하는 동안 Starting 지점과 장비의 적재용량으로부터 하중 중

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l 그림 3.4에서 장비는 최대 articulation 위치에 있습니다. 전후면 차대의 중심은 동일한 직선이 아

닐 수 있어 적재용량은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l 도표에서 커브 A는 앞쪽 바퀴의 하중 무게로부터 다른 거리에서 정격 적재용량에 해당하는 장비

가 최대 articulation 일 때를 나타냅니다.

l 도표에서 커브 B는  앞쪽 바퀴의 하중 무게로부터 다른 거리에서 티핑 로드에 해당할 때를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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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M 950

모델 M-950

최대길이   2600 mm

최대 넓이 1240 mm

최대높이 2330 mm

회전각도 45˚

속도 12km/h

중량(평행추 제외) 1600kg

표준 타이어 26x12-12

타이어 압력 2.8

유압오일탱크용량 40L

압력 190/bar

오일 모델 L-HL46

엔진 PERKINS

연료 디젤

실린더 4개

냉각시스템 수냉식

정격출력 24.5Kw

회전속도 2,800 r/min

연료탱크용량 23L

배터리용량 60Ah

전압 12V

ELEFANT M 950 선택 옵션

Closed Cabin With Door or Collapsible Roll Bar (운전석 밀폐형 캐빈 혹은 오픈형) 

Heating System (난방용)

Rear Hydraulic Output (후방 유압 토출 장치)

Counter weight (무게 추)

Trailer Hook (견인고리)

3 Point Hitch (3점링크 유압식) 후방 유압 토출 장치 선택시

장비사양 ELEFANT M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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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LOADER M-1250

ELEFANT 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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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도 ELEFANT M 1250
l 부하도 A는 평형추 없는 적재능력을 나타냅니다.

[ 그림 A ]

l 부하도 B는 평형추 184kg의 적재능력을 나타냅니다.

[ 그림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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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하도 C는 평형추 500kg의 적재능력을 나타냅니다.

[ 그림 C ]

l 티핑 부하는 장비의 경사에 대한 한계치를 나타냅니다. 그림 3.4에 표시한 부하도는 다양한 암의 

위치와 기계로부터의 다양한 거리에서 적재의 기울기와 최대 리프팅 하중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l 부하도는 정지 위치에 있고 또 운전석에 90㎏의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나타냅니다.

l 하중의 무게 중심 이동은 장비의 적재용량을 변할 수 있습니다.

l 공식 리프팅 능력은 사용된 부속품의 하중을 포함하므로, 순 리프팅은 그래프에 나타난 값에서 

부속품의 하중을 제외한 것에 의해 주어집니다.

l 도표에서 하중의 무게 중심은 ISO 14397-1 의 규칙에 따라 장비의 커플링 판으로부터 400m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이 이동하는 동안 Starting 지점과 장비의 적재용량으로부터 하중 중

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l 그림 3.4에서 장비는 최대 articulation 위치에 있습니다. 전후면 차대의 중심은 동일한 직선이 아

닐 수 있어 적재용량은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l 도표에서 커브 위쪽은 앞쪽 바퀴의 하중 무게로부터 다른 거리에서 정격 적재용량에 해당하는 장

비가 최대 articulation(조율) 일 때를 나타냅니다.

l 도표에서 커브 아래쪽은 앞쪽 바퀴의 하중 무게로부터 다른 거리에서 티핑 로드에 해당할 때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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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FANT M 1250]

모델 M-1250

최대길이   3410 mm

최대 넓이 1500 mm

최대높이 2320 mm

회전각도 45˚

속도 17km/h

중량(평형추 제외) 2000kg

표준 타이어 31x15.5-15

타이어 압력 2.8 Bar

유압오일탱크용량 60L

압력 200/bar

오일 모델 L-HL46 

엔진 PERKINS

연료 디젤

실린더 4개

냉각시스템 수냉식

정격출력 36.5Kw

회전속도 2600 r/min

연료탱크용량 35L

배터리용량 70Ah

전압 12V

ELEFANT M 1250 선택 옵션

Closed Cabin With Door or Collapsible Roll Bar (운전석 밀폐형 캐빈 혹은 오픈형) 

Heating System (난방용)

Rear Hydraulic Output (후방 유압 토출 장치)

Counter weight (무게 추)

Trailer Hook (견인고리)

3 Point Hitch (3점링크 유압식) 후방 유압 토출 장치 선택시

 장비사양 ELEFANT M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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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ANT LOADER F-시리즈

(F-1500 / F-2500)

ELEFANT F 시리즈는 F1500, F2500의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ton에서 2.5ton까지 적재능력을 보유한 장비입니다.

 

ELEFANT 시리즈 중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으며 험한 작업현장

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F 시리즈 역시 다양한 부착장비를 보

유하고 있으며 쉽게 호환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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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특징 :  ELEFANT LOADER F-시리즈

1. F 시리즈 또한 전륜과 후륜이 허리굴절형태로 설계되어 좁은 환경

에서도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구동 및 회전에서 

운동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웨이트 발란스를 고려한 설계를 

통하여 보다 높은 로딩능력을 발휘합니다.

 

2. 장비에 부착된 퀵 커플링 시스템은 사용 목적에 맞는 50여종의 다

양한 부착장비와 손쉽게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3. 인지 공학적으로 설계된 조종석의 4면 탁트인 시야 확보로 사각지

대가 최소화되어 작업 및 이동 등에서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4. 조작하기 쉬운 제어레버와 멀티 텔레스코픽 기능이 기본 탑재되

어 보다 높이, 보다 먼 곳의 작업도 장비의 이동 없이 작업 할 수 있습

니다.

 

5. F 시리즈의 모든 모델은 유압모터에 의한 4륜 구동방식으로 내구

성과 험한 작업환경에서 탁월한 구동능력을 발휘합니다.

6. 장비의 윤활유는 장비의 외부에 있도록 배치하여 손쉽게 유지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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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 - 2500

.Engine Details

Engine model OPTIONAL
Engine power OPTIONAL ABOUT 80hp
Rated Speed 2400 r/p.min
Engine cooling way Water cooling
Fuel Consumption ratio 180g/kw.h (standard working condition)
Engine type In-line arrangement,4 cycle diesel Engine

Bucket
Bucket Capacity 1.2 m3
Bucket width 1800mm
Bucket type Heavy-duty bolt on teeth

Overall Dimensions
Overall Length 4500mm
Overall Height: 2720mm
Overall Width 1870mm

Tyre
Model 20.5-16, 12ply
Width 307mm
Diameter 831mm

Brake System

Service Brake Four Wheel disk brake
Parking Brake Hand operated 
Braking Type Air braking
Axle With hub reducer

Max. lifting Height 4500mm
Rated Load 2500kg including attachment
Transmission System Hydraulic converter + drive shaft + axles
Wheelbase 2430mm
Min Turning Radius 5600mm
Track 1470mm
Weight 4900kg(without bucket)
System Pressure 20Mpa
Hydraulic output: 96L/min
Max. Height to the Pin             4200 mm

OPTIONS
Original Cummins engine 60HP
Original Cummins engine 80HP
Rear hydraulic output
3 point hitch
Air conditioner 
Combined joystick of boom extension & electrical gearshift 
Agriculture Tyre 16/70-20
OTR Tyre 16/70-20
Solid Tyre 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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