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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Linde 소개 1. 개요ⅠⅠ. . LindeLinde 소개소개 1. 1. 개요개요

Linde는 지난 백여년 이상 Material Handling의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

인 기술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Deutsche Bank AG, Commerz Bank AG 및 Allianz AG등 유수의 기업

과 제휴되어 있는 유럽의 초우량 기업입니다.

폐사는 Linde Material Handling의 하역 장비/지게차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 업무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던 시기인 1996년부터 한국

공식 대리점으로 우수하고 뛰어난 Linde의 하역 장비/지게차를 최적 조건

으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폐사에서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유지·관리로부터의 고객 만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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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Linde 소개 2. 사업 분야ⅠⅠ. . LindeLinde 소개소개 2. 2. 사업사업 분야분야

사업 분야

·하역 장비

·지게차

·펌프/모터

·트랜스미션

·전기/전자 제어 장치

·유압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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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ndustrial Trucks 1. 개요ⅡⅡ. Industrial Trucks. Industrial Trucks 1. 1. 개요개요

Linde Material Handling은 Industrial Trucks과 Hydraulics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 하역 장비/지게차 와 장비 콤포넌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Industrial Trucks 분야는 연간 매출액이 약 EUR 4,000,000,000 (USD 6,400,000,000) 에 이르고 있어 수년간 세계 최상위

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Hydraulics 분야 역시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국내·외 주요 장비 제작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accumulated over the last 100ye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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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ndustrial Trucks 2. 생산 품목ⅡⅡ. Industrial Trucks. Industrial Trucks 2. 2. 생산생산 품목품목

1) 하역 장비/지게차 주요 생산 품목

물류 창고 장비- : 1~25톤

- 시스템 장비: 1~1.5톤

- 전동 지게차
click here for details

: 1~8톤

- 엔진 지게차: 1~52톤

- 컨테이너 핸들링 장비: 8~45톤

2) 장비 콤포넌트 주요 생산 품목

- 펌프/모터

- 트랜스미션

- 전기/전자 제어 장치

- 유압 제어 장치

http://www.wookun.co.kr/v1/product/?mode=w&menu=1
http://www.wookun.co.kr/v1/product/?mode=w&menu=1
http://www.wookun.co.kr/v1/product/?mode=s&menu=2
http://www.wookun.co.kr/v1/product/?mode=e&menu=3
http://www.wookun.co.kr/v1/product/?mode=e-1&menu=4
http://www.wookun.co.kr/v1/product/?mode=c&menu=5
http://www.wook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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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ndustrial Trucks                 3. 본사 및 공장ⅡⅡ. Industrial Trucks                 . Industrial Trucks                 3. 3. 본사본사 및및 공장공장

1) 본사 (독일)

Linde Material Handling-

-전화: +49 6021 990 

-팩스: +49 6021 991570

2) 공장

- Industrial Trucks: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및 중국

- Hydraulics: 독일

http://www.linde-forklif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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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ndustrial Trucks                 4. 한국 대리점ⅡⅡ. Industrial Trucks                 . Industrial Trucks                 4. 4. 한국한국 대리점대리점

1) 한국 대리점

우건린데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24 진흥빌딩 409 전화: 02 2068 9130 팩스: 02 2068 913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8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4-237 전화: 051 319 1871 팩스: 051 319 1873

2) 조직도

executive board

managing director

sales technical support branch office

admin./finance

http://www.wook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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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1. 제안 장비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1. 1. 제안제안 장비장비

1) 제안 장비

제작사 장비명 형식

Linde 리치 스태커 C4531TL/5

2)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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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2. 제안 장비 사양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2. 2. 제안제안 장비장비 사양사양

형식 C4531TL/5
인상 능력 (1열/2열/3열, kg) 45,000/31,000/16,000
인상 중심 (1열/2열/3열, mm) 1,760/3,810/6,250
인상 높이 (1열/2열/3열, mm) 15,900/14,100/11,350 (6단×8' 6", 5단×9' 6")

엔진 (kW/hp) 커민스 디젤 (246/334)
트랜스미션 (전/후 변속단수)/구동축 다나 클라크/케슬러

스프레더 20'/40' 텔레스코픽

타이어 (전/후) 18.00×25/40PR
주행 제동 장치 습식

자중 (kg, 기본 제원) 71,400
전장/전폭 (붐/스프레더 제외, mm) 8,408/4,180

전고 (붐 인상/인하, mm) 19,000/4,900
축거/회전 반경/최저 지상고 (mm) 6,400/8,605/300

주행 (km/hr) 22.0/25.0
붐 인상 (m/sec) 0.28/0.39
붐 인하 (m/sec) 0.39/0.39

등판 능력 (%, 부하/무부하) 33.9/34.5
비고

·중앙 제어 컴퓨터 및 작업 하중∙붐 길이∙붐 각도 지시계 장착
·각종 안전 장치, 지시계, 작업등 및 경고등 장착
·냉∙난방기, 경광등, 라디오/CD, 보조 의자 및 제작사 추천 유지 보수 부품 포함

속도 (부하/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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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3. 제안 장비 특징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3. 3. 제안제안 장비장비 특징특징

1) 작업 능력

- 1열 45톤/2열 31톤 인상 능력

- 9' 6" 컨테이너 5단 및 8' 6" 컨테이너 6단 작업 가능

2) 엔진

-고출력/저 배출 가스 엔진 장착

3) 트랜스미션 및 액슬

- Clark 36000 시리즈의 후속 트랜스미션인 Clark 무단 변속 트랜스미션과 Kessler 액슬을 장착하여

중량 작업 시에도 유연한 기동성을 발휘

4) 유압 장치

- 타 리치 스태커 및 국내·외 주요 중장비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Linde 자체의 고효율 가변 토출형

플랜져 유압 펌프 및 제어 장치 장착 → 작업 효율 및 연료 절약 증대

- 주 작동유와 브레이크 작동유 탱크 분리 설계 → 작동유 고유 특성 보호 및 교환 주기 연장

(작동유 특성상 작동유의 온도가 67℃를 초과할 경우 작동유 변질과 부품 손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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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3. 제안 장비 특징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3. 3. 제안제안 장비장비 특징특징

5) 냉각 장치 (냉각 방식: 온도 감지에 의한 강제 통풍 방식)

- 작동유용 냉각 장치 (70 kW) 장착 및 브레이크 작동유 전용 냉각 장치 (20 kW) 별도 장착

6) 조향 장치

- shock-valve 장치 내장 → kick-back 현상에 의한 조향축 마모 방지

7) 안전 장치

- 중앙 제어 컴퓨터 장착 → 장비 유지 관리 용이

- 조종실 내 중앙 경고 장치 및 엔진 저회전 보호 회로 내장 → 엔진 저회전 작업 시 엔진 및 유압 장치 보호

- Weldox 700 고강성 압연 철판 재질 붐

- 작업 하중·붐 길이·붐 각도 지시계 장착

- 작업 하중 분산 및 작업 시야 확보를 위한 카운터 웨이트 구조

8) 장비 소개서

http://www.linde.co.kr/v1/howboard/data/pds/XXXIII_135_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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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4. 유지·관리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4. 4. 유지유지··관리관리

1) 개요

Linde의 하역 장비/지게차는 자체 검사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작 전·후 모든 공정의 각종 성능·품질 검사를

통하여 문제점 발생 요인을 출고 전에 없애고 있으며 아울러, 고객에게 장비 인도 후 보다 높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폐사와 Linde는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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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4. 유지·관리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4. 4. 유지유지··관리관리

2) 유지 · 관리

무상 보증 기간 장비 인도 후 1년 또는 2,000시간

경고장 폐사 A/S 요원

중고장
·1차 해결: 폐사 A/S 요원
·최종 점검: Linde A/S 요원

경고장 1일 이내

중고장
·1차 해결: 1~2일
·최종 점검: 3~5일

정비 지원 대책
·장비 인도 후 2년간 무상 정기 점검 실시
·장비 인도 후 Linde A/S 요원 매반기 무상
점검 실시

문제점

해결 기간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법

고객에게 장비 인도 시 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 지침서 및 유지·관리 교육이 제공되며

무상 보증 기간 이후 장비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최대의 생산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제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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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4. 유지·관리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4. 4. 유지유지··관리관리

3) 지침서

구분 수량

정비 지침서/운전 지침서/부품 카다로그 각 1 부

4) 교육

구분 내용
기간

(시간) 강사진 장소 방법 교재

조작 장비 조작 8

유압·전기
시스템
이해

40

유지·관리
관리 및
점검

16

Linde
강사
및

폐사 A/S 
요원

고객 작업
현장

강의 및
실습

Linde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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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품 공급

상기와 같은 유지·관리를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하여 폐사에서는 소모성 부품 및 50/500/1,000/1,500/2,000/3,000/

4,000/5,000시간 유지 보수 부품 등 다량의 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다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하여 Linde

에서는 별첨과 같은 부품 공급 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6) 서비스/기술 지원 담당

- 전무이사 윤 봉 기 (핸드폰: 010-3758-0498 메일: bk.yoon@wookun.co.kr)

- 과장 이 경 우 (핸드폰: 010-2602-0121 메일: kw.lee@wookun.co.kr)

Ⅲ. 장비 제안서 4. 유지·관리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4. 4. 유지유지··관리관리

mailto:bk.yoon@wookun.co.kr
mailto:bk.yoon@wookun.co.kr
mailto:kw.lee@wook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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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4. 유지·관리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4. 4. 유지유지··관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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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 제안서 5. 인도 일정ⅢⅢ. . 장비장비 제안서제안서 5. 5. 인도인도 일정일정

일정 (주) 비고

W+1 W+11 W+12 W+12.5 W+17.5 W+18 W+18.5 W+19 ·

장비
제작

10 ·

시험
운영

1 ·

선적항
이송

0.5 ·

해상
운송

5 ·

국내
입항

0.5 ·

조립
작업

0.5 ·

시운전 0.5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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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양서ⅣⅣ. . 사양서사양서

http://www.linde.co.kr/v1/howboard/data/pds/1147064346/TB_C4230_4535TLCH_KR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