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227 C232 C238
 74 hp 82 hp 90 hp
 3720 kg 4370 kg 4581 kg

 1225 kg 1451 kg 1723 kg

 L213 L223 L225 L230
 49 hp  74 hp  82 hp 90 hp
 2270 kg 3350 kg 3580 kg 3765 kg

 590 kg 1020 kg 1135 kg 1360 kg

200 시리즈 스키드 스티어 로더 / 소형 트랙 로더

엔진 출력
작동 중량
정격적재용량
(최대적재용량의 50%)

엔진 출력
작동 중량
정격적재용량
(최대적재용량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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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상차 높이 및 
덤프 거리 
뉴홀랜드만의 슈퍼 붐 장착으로 업계 최고 상차 
높이 및 덤프거리를 제공합니다. 
트럭 상차시 장비 이동을 최소화하여 작업 
효율증대는 물론 연비까지 절감하여 줍니다. 

2 스피드 및 주행 컨트롤 장착 
(조이스틱 사양 )
모든 조이스틱 옵션에  2스피드 및 주행 컨트롤 
을 표준장착 하였습니다. 이동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작업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정된 장비 
주행을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버켓 수평 유지 장치 표준 장착 
뉴홀랜드 로더 전 모델에 버켓수평유지 장치를 
표준 장착하였습니다. 
적재물의 상하차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요. 

도저 스타일 언더캐리지 장착
뉴홀랜드 트랙로더는 도저에 사용되는 언더캐리지를 장착하여 경사지 및 습지는 물론 기타 거친 작업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가동부를 최소화한 강성 트랙 프레임의 장착으로 타사 서스펜션 트랙 시스템 제품보다 탁월한 내구성 보장 및 
유지관리가 간편합니다. 

고강도 주행모터  
대형 베어링 장착 및 주행 아세이 성능개선으로 내구성 이 
증가되었습니다.  

간편한 유압식 트랙 조정 
유압실린더의 그리스 주입양을 조절하여 트랙 장력을 간단히 
조정합니다.  

반영구적 롤러 및 아이들러  
이중 원뿔형 씰 장착으로 최고의 안정성 및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안정성
최장 축간 거리 및 낮은 무게 중심, 최적의 하중 
분배 설계에 따른 최고의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거친 작업환경을 지배한다 - 뉴홀랜드 트랙 로더!THE SUPER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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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계기판이 운전자 전면 양 옆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업계 최고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준 운전석 입니다. 장비의 승/하차는 물론 넓고 편안한 운전공간을 제공합니다. 

유압 넓고 편안한 운전석 및 작동계기판 

각종 부착물을 자유롭게 장착하는 뛰어난 유압
200시리즈 로더는 각종 유압식 부착물을 자유자재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편리한 판넬/계기판 위치
판넬/계기판이 운전자 눈높위 위치인 설치되어 있어서 장비 작동과 상태 점검을 동시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유압 보조 유압 추가 보조유압(EHF)
표준 사양의 각종 부착물을 장착 할 
수 있습니다. 

55%의 추가 보조유압을 
공급하여파쇄기 등의부착물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EHF 옵션(L230 및 C238 한정)
은 70바까지 보조유압을 제공하여 
대형 파쇄기, 멀처 및 기타 회전 작동 
부착물의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장비의 왼쪽 기둥에 위치한 HP(High 
Pressure) 버트을 누르면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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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B

C

H

G

E

D

A - 유압오일 주입구
B - 엔진오일 주입구
C - 에어 필터
D - 연료 주입구
E - 엔진오일 점검
F - 배터리

G - 엔진오일 필터
H - 엔진오일 배수

편리한 점검 및 서비스

편리한 일상 점검
뒷문을 열고 엔진 후드만 개방하여 간단한 
점검을!

넓고 편안 정비 
볼트 두개만 풀면 운전석이 젖혀져 넓은 

정비공간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배터리 관리
배터리함이 장비 외부 좌측 하단에 있어 점검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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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mm) 유압 적용 모델
1830 표준 L213 이상 모델
2133 표준 L223 이상 모델

폭 (mm) 유압 적용 모델
1525 표준 L213 이상 모델
1830 표준 L223 이상 모델
2130 표준 L223 이상 모델

폭 (mm) 유압 적용 모델
1525 표준 L213

1830 표준 L213 이상 모델
2130 표준 L223 이상 모델

폭 (mm) 유압 적용 모델
1680 보조유압 및 케이스 드레인 L223 이상 모델
1980 보조유압 및 케이스 드레인 L223 이상 모델

폭 (mm) 유압 적용 모델
460 보조유압 L223 이상 모델
610 보조유압 L223 이상 모델
760 보조유압 L225 이상 모델
1020 보조유압 L230 이상 모델

폭 (mm) 유압 적용 모델
1830 보조유압 L213

2130 보조유압 L213 이상 모델
2440 보조유압 L213 이상 모델

포크 길이 (mm) 적용 모델
1000 L213 이상 모델
1200 L213 이상 모델

베일 크기 (mm) 적용 모델
From 800 to 2000 All

부착물
다양한 종류의 부착물을 사용하여 200 시리즈 스키드로더 및 트랙로더의 유압 부착물의 손 쉬운 체결 및 사용
작업효율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앵글 브룸

용도 : 도로, 주차장 등의 청소 및 
유지보수 제설작업 등

용도 : 아스팔트 파쇄 및 유지 보수
용도 : 도로, 주차장 등의 청소 및 
유지보수 제설작업 등

용도 : 원형 베일러 작업
용도 : 도로, 주차장 등의 청소 및 제설작업 

용도 : 도로, 주차장 등의 청소 및 
제설작업 

용도 : 도로, 주차장 등의 청소 및 
제설작업 

용도 : 팔레트 적재물 처리

파쇄기 청소기

베일 작업기 경작기

스노우 블레이드 스노우 블로우어 지겟발

별도로 잔압을 제거할 필요가 없이 부착물을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조유압라인이 분리되면 잔압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옵션사양인 유압식 커플러는 다양한 부착물을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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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3 L223 L225 L230
A - 상차높이 mm 2845 3290 3290 3330
B - 전고 mm 1919 2002 2002 2042
C - 전장(부착물 포함) mm 2435 2993 2986 2986
D - 전장(부착물 제외) mm 3028 3631 3624 3624
E - 전폭 mm 1518 1768 1768 1930
F - 축간거리 mm 941 1322 1322 1322
G - 최저지상고 mm 178 203 203 243
H - 덤프 높이 mm 2246 2615 2615 2655
I - 전경각 도 40 55° 55 55
J - 덤프 거리 mm 469 820 820 780
덤프거리(최대상차시 LPE 버켓 기준) mm 675 985 985 944
K - 출발각도 도 22 24 24 27
L - 출발각도 도 26 34 34 33

C227 C232 C238
A - 상차높이 mm 3124 3330 3330
B - 전고 mm 1998 2043 2043
C - 전장(부착물 포함) mm 2669 2993 2986
D - 전장(부착물 제외) mm 3292 3631 3624
E - 전폭 mm 1676 1930 1930
F - 축간거리 mm NA NA NA
G - 최저지상고 mm 203 243 243
H - 덤프 높이 mm 2495 2655 2655
I - 전경각 도 40° 55° 55°
J - 덤프 거리 mm 568 864 864
덤프거리(최대상차시 LPE 버켓 기준) mm 747 1039 1039
K - 출발각도 도 32 32° 32°
L - 출발각도 도 31 33° 33°

L213 L223 L225 L230
성능

정격적재용량 kg 590 1020 1135 1360

정격적재용량(카운터웨이트 장착시) kg 635 1110 1225 1450

최대적재용량 kg 1179 2041 2268 2722

브레이크 아웃 포스(붐) kN 13.0 22.6 22.6 28.2

브레이크 아웃 포스(버켓) kN 18.6 38.3 38.3 38.3

엔진

제작사 ISM FPT FPT FPT

배기량 l 2.2 3.2 3.2 3.2

출력 hp 49 hp @ 2800 rpm 74 hp @ 2500 rpm 82 hp @ 2500 rpm 90 hp @ 2500 rpm

최대토크 Nm 143 Nm @1800 rpm 275 Nm @ 1400 rpm 305 Nm @ 1400 rpm 340 Nm @ 1400 rpm

주행속도

표준 km/h 12.7 11.3 11.3 12.4

2단 옵션 km/h NA 16.9 16.9 18.5

유압 시스템

유압펌프 LPM 59 85 85 87

유압펌프(보조유압) LPM N/A 131 131 131

유압 bar 210 210 210 210

중량

작동중량 kg 2300 3350 3580 3765

선적중량 kg 2160 3200 3430 3610

용량

연료탱트 l 60.5 96.5 96.5 96.5

C227 C232 C238
성능

정격적재용량 kg 50%:1225 / 35%: 859 50%: 1451 / 35%: 1018 50%: 1723 / 35%: 1209

정격적재용량(카운터웨이트 장착시) kg 50%:1280 / 35%: 899 50%:1676 / 35%: 1203 50%:1948 / 35%: 1394

최대적재용량 kg 2449 2902 3447

브레이크 아웃 포스(붐) kN 27.0 21.5 27.2

브레이크 아웃 포스(버켓) kN 32.3 33.4 32.7

엔진

제작사 FPT FPT FPT

배기량 l 3.2 3.2 3.2

출력 hp 74 hp @ 2500 rpm 82 hp @ 2500 rpm 90 hp @ 2500 rpm

최대토크 Nm 275 Nm @ 1400 rpm 305 Nm @ 1400 rpm 340 Nm @ 1400 rpm

주행속도

표준 km/h 8.2 8.2 8.2

2단 옵션 km/h 12.2 12.2 12.2

유압 시스템

유압펌프 LPM 85 85 85

유압펌프(보조유압) LPM 117 131 131

유압 bar 210 210 210

중량

작동중량 kg 3750 4370 4581

선적중량 kg 3615 4220 4430

용량

연료탱트 l 75.5 96.5 96.5

D&F 버켓 장착 기준 D&F 버켓 장착 기준L230 14 x 17.5 타이어 장착 기준 L230 14 x 17.5 타이어 장착 기준
* D&F : 토사 및 산업용 (Dirt & Foundry) * D&F : 토사 및 산업용 (Dirt & Foundry)

브레이크 아웃 포스는 팁 및 유압한계를 반영한 예상치 입니다 브레이크 아웃 포스는 팁 및 유압한계를 반영한 예상치 입니다

제원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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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서비스
뉴홀랜드 판매점은 고객에게 장비의 최고 생산성을 공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뉴홀랜드 서비스 직원들은 뉴홀랜드의 엄격한 품질 규정하에서 최고 수준의 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홀랜드 전 세계 부품공급 네트워크는 신속하고 정확한 부품 공급을 통하여 효율적인 장비 운영은 물론 고객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합니다.

안내 
본 카다로그에 포함된 정보는 참고자료이며 기술 향상 및 기타 사유를 위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삽입된 사진은 장비의 표준사양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제원 및 무게, 용량 등은 일반적 생산 기술 수준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