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린더브러시와 더스트트레이를 장착하여 

습식/건식 청소 동시 가능 

바퀴자국이 없는 

Non-Marking 타이어 장착 

사이드롤러 장착으로 

벽면 밀착에 의한 차량손상 방지 

시트 등받이 각도/쿠션강도 조절이 

용이하여 작업피로도 감소 

브러시/흡입 개별 동작 

선택 가능 

탑승형 전동 습식청소차 

JS7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2개의 강력한 흡입모터를 장착하여 
흡입력이 우수 

폐수탱크의 개구부가 넓어 탱크 
청소가 용이 

실린더브러시 2개를 장착하여 
찌든 때는 물론 이물질 청소에 탁월 

• 습식과 건식의 장점을 극대화한 장비로

이물질이 많고 넓은 장소에서 탁월한

청소 능력 발휘.

• 공장, 물류센터, 지하 주차장 등.

항  목 단 위 JS7 

배터리 전압 V 36 

배터리 용량(납/리튬) Ah 420/200 

최대 청소능력 m²/h 8,250 

최고속도 km/h 7.5 

작업속도 km/h 4 

작업 폭 mm 1,100 

최대 흡입 폭 mm 1,300 

최소 회전반경 mm 1,425 

소음도 dB 85 

충전시간(납/리튬) h 10/4.5 

사용시간 h 3 

탱크 용량(세수/폐수) ℓ 270/270 

호퍼 용량 ℓ 12/12 

실린더브러시 직경 mm 220x2EA 

최대 브러시압력 kg 100 

브러시 속도 rpm 600 

크기(길이x폭x높이) mm 1,915x1,300x1,415 

차체 중량 kg 350 

배터리포함 중량(납/리튬) kg 690/423 

항 목 단 위 납배터리 리튬배터리 

수  명 cycle 300~500 3,000 이상 

충전시간 hour 8~10 4.5 

유지보수 - 증류수 보충 / 단자부 부식 관리 필요없음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2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T.1566-1768 
www.soosunglift.com

Tel : 02-3785-0020 FAX : 02-6008-4234  E.mail : ask@soosunglift.com 
Web: www.soosunglift.com WWW.SOOSUNGL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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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형 전동 습식청소차 

JS5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 한국인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 작업자의

피로감이 덜하고 작동이 용이하여 넓은

장소 청소에 적합.

• 마트, 공장, 물류센터, 지하 주차장 등.

브러시데크와 스퀴지데크 일체형 
으로 청소능력 향상 및 AS 용이 

작업피로도 감소 기능의 고급형 
미끄럼방지 패드 부착 

손쉬운 조작 버튼으로 별도의 교육 
없이 조작 가능 

항  목 단 위 JS5 

배터리 전압 V 36 

배터리 용량(납/리튬) Ah 315/150 

최대 청소능력 m²/h 6,300 

최고속도 km/h 7.5 

작업속도 km/h 4 

작업 폭 mm 840 

최대 흡입 폭 mm 930 

최소 회전반경 mm 1,300 

소음도 dB 75 

충전시간(납/리튬) h 9/3.5 

사용시간 h 3 

탱크 용량(세수/폐수) ℓ 140/140 

브러시 크기 mm 410x2EA 

최대 브러시압력 kg 100 

브러시 속도 rpm 250 

크기(길이x폭x높이) mm 1,680x930x1,350 

차체 중량 kg 240 

배터리포함 중량(납/리튬) kg 500/290 

항 목 단 위 납배터리 리튬배터리 

수  명 cycle 300~500 3,000 이상 

충전시간 hour 8~10 3.5 

유지보수 - 증류수 보충 / 단자부 부식 관리 필요없음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2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폐수탱크 만수 감지 센서 
장착 

3종 브러시를 
바닥조건에 따라 선택적용 가능 

바닥 오염도에 따라 브러시 
압력 조절 (1단~5단) 

Vertical-type 구동으로 
내구성 우수 

충전이 편리한 간편 플러그 
장착 

T.1566-1768 
www.soosunglift.com

Tel : 02-3785-0020 FAX : 02-6008-4234  E.mail : ask@soosunglift.com 
Web: www.soosunglift.com WWW.SOOSUNGLIFT.COM

www.soosunglift.com


탑승형 전동 습식청소차 

SC850R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수동식 레버 장착으로 브러시 및 
스퀴지 작동이 편리 

세수탱크에 별도의 배출호스가 
장착되어 세수 배출이 용이 

별도의 브레이크 장착으로 안전성 
확보 

• 간단하고 직관적인 설계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 컴팩트한 설계로 협소한 통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마트, 공장, 물류센터, 지하 주차장 등.

항  목 단 위 SC850R 

배터리 전압 V 24 

배터리 용량 Ah 240 

최대 청소능력 m²/h 5,100 

최고속도 km/h 6 

작업 폭 mm 850 

최대 흡입 폭 mm 1,105 

최소 회전반경 mm 1,910 

구동모터 용량 W 400 

브러시모터 용량 W 450 

흡입모터 용량 W 310 

탱크 용량(세수/폐수) ℓ 110/125 

브러시 크기 mm 430x2EA 

최대 브러시압력 kg 30 

브러시 속도 rpm 170 

크기(길이x폭x높이) mm 1,495x855x1,320 

차체 중량 kg 223 

배터리포함 중량 kg 343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2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T.1566-1768
www.soosunglift.com

m

Tel : 02-3785-0020 FAX : 02-6008-4234  E.mail : ask@soosungl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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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형 전동 습식청소차 

SC560R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간편한 조작버튼으로 누구나 손쉽게 
작동 가능 

폐수탱크의 개구부가 넓어 탱크 
청소 및 필터관리가 용이 

브레이크 해제 기능이 있어 비상시 
장비를 손쉽게 이동 가능 

• 컴팩트한 탑승식 설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엘리베이터 탑승과 뛰어난 등판능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54dB의 저소음 설계로 병원, 학교 등 공공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항  목 단 위 SC560R 

배터리 전압 V 24 

배터리 용량 Ah 150 

최대 청소능력 m²/h 3,000 

최고속도 km/h 5.5 

작업 폭 mm 560 

최대 흡입 폭 mm 705 

최소 회전반경 mm 1,540 

구동모터 용량 W 300 

브러시모터 용량 W 450 

흡입모터 용량 W 310 

탱크 용량(세수/폐수) ℓ 70/70 

브러시 크기 mm 560 

최대 브러시압력 kg 23 

브러시 속도 rpm 170 

크기(길이x폭x높이) mm 1,265x600x1,030 

차체 중량 kg 110 

배터리포함 중량 kg 186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2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T.1566-1768 
www.soosungl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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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형 습식청소차 

SC510W 

  TOTAL CLEANING SYSTEM  
1566-1768

www.soosunglift.co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별도의 세제통이 장착되어 있어 
세수 및 세제 투입이 용이 

간단한 교육으로 누구나 작동할 수 
있는 터치식 조작버튼 

탈부착이 간편한 세수필터 장착으로 
이물질 제거가 용이 

• 58dB의 저소음 설계로 병원, 학교 등 공공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전기선 연결이 필요 없이 배터리로 동작하여 청소가 편리하며,

청소작업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바닥관리가 가능하다.

• 도구 없이 브러시와 스퀴지의 교체가 가능하다.

항  목 단 위 SC510W 

배터리 전압 V 24 

배터리 용량 Ah 105 

최대 청소능력 m²/h 2,000 

최고속도 km/h 4 

작업 폭 mm 510 

최대 흡입 폭 mm 680 

브러시모터 용량 W 500 

흡입모터 용량 W 310 

탱크 용량(세수/폐수) ℓ 40/40 

브러시 크기 mm 508 

최대 브러시압력 kg 23 

브러시 속도 rpm 140 

크기(길이x폭x높이) mm 1,180x590x1,030 

차체 중량 kg 76 

배터리포함 중량 kg 126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Tel : 02-3785-0020 FAX : 02-6008-4234  E.mail : ask@soosunglift.com 
Web : www.soosungl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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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형 습식청소차 

GENIE XS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으로 탁월한 
성능 발휘 

후진 시 자동으로 스퀴지툴이 회전 
하여 완벽한 청소가 가능 

20kg의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손쉽게 운반이 가능 

•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여 수명이 길고,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

• 20kg의 가벼운 무게로 어떤 현장이든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 컴팩트한 설계로 협소한 통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항  목 단 위 GENIE XS 

배터리 전압 V 36 

배터리 용량(리튬) Ah 5.2 

최대 청소능력 m²/h 900 

작업 폭 mm 280 

최대 흡입 폭 mm 325 

브러시모터 용량 W 90 

흡입모터 용량 W 150 

소음도 dB 70 

탱크 용량(세수/폐수) ℓ 3 / 4 

브러시 크기 mm 280 

최대 브러시압력 kg 10 

브러시 속도 rpm 150 

크기(길이x폭x높이) mm 555x375x1,050 

중량 kg 20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T.1566-1768 
www.soosungl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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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형 습식청소차 

FIMOP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컴팩트한 사이즈의 세수/폐수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관리가 용이 

교체 시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는 
실린더브러시 

청소 및 유지보수 가 용이한 스퀴지 
장착 

•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여 수명이 길고,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

• 10kg의 가벼운 무게로 어떤 현장이든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 컴팩트한 설계로 협소한 통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항  목 단 위 FIMOP 

배터리 전압 V 24 

배터리 용량(리튬) Ah 5.2 

최대 청소능력 m²/h 680 

작업 폭 mm 340 

최대 흡입 폭 mm 395 

브러시모터 용량 W 50 

흡입모터 용량 W 100 

탱크 용량(세수/폐수) ℓ 1.2/1 

브러시 길이 mm 110 

크기(길이x폭x높이) mm 395x445x1,295 

중량 kg 10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T.1566-1768 
www.soosunglift.com

Tel : 02-3785-0020 FAX : 02-6008-4234  E.mail : ask@soosungl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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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형 전동 건식청소차 

SWB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 인체공학적 설계 및 안전성 높은 디자인으로 작업자가

언제나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 저소음 설계로 실내에서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 별도의 공구 없이 소모품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항  목 단 위 SWB 

배터리 전압 Vdc 24 

배터리 용량(납) Ah 150x2EA 

최대 청소능력 ㎡/h 4,500 

최고속도 km/h 5.5 

작업 폭 mm 1,000 

구동모터 용량 W 300 

브러시모터 용량(메인/사이드) W 380/90 

흡입모터 용량 W 400 

진동모터 용량 W 80 

호퍼 용량 ℓ 65 

필터 면적 ㎡ 3.2 

메인브러시 크기 mm 260 

사이드브러시 크기 mm 400x2EA 

크기(길이x폭x높이) mm 1,450x840x1,000 

차체 중량 kg 175 

배터리포함 중량 kg 251 

• 제품보증기간 : 2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soosunglift.com
T.1566-1768

Tel : 02-3785-0020 FAX : 02-6008-4234  E.mail : ask@soosunglift.com 
Web: www.soosunglift.com WWW.SOOSUNGL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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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형 전동 건식청소차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TOTAL CLEANING SYSTEM  

W1100R 

• 사이드브러시 2개를 기본 장착하여

먼지가 많고 넓은 장소의 청소시간

대폭 절감.

• 야외 주차장, 산업현장, 휴게소 등.

2개의 사이드브러시를 좌우에 기본 
장착하여 청소시간 대폭 단축 

타이밍 벨트를 적용하여 동력전달 
효율을 증대시킴 

Hepa-filter 장착으로 비산먼지 대폭 
감소 

자동필터 청소장치의 강력한 

진동에 의한 필터 청소로 필

터 수명 극대화 

작동스위치의 직관적 설계로 

별도 교육없이 조작이 가능 

적재공간이 확보되어 

기자재 수납가능 

전자브레이크 타입의 

가속페달로 동작용이 

좌우 2개의 더스트트레이를 

장착하여 이물질 폐기 용이 

항  목 단 위 W1100R 

배터리 전압 V 36 

배터리 용량(납/리튬) Ah 215/100 

최대 청소능력 m²/h 8,800 

최고속도 km/h 8 

작업 폭 mm 1,100 

최소 회전반경 mm 1,400 

소음도 dB 77 

충전시간(납/리튬) h 8/2.5 

사용시간 h 3 

필터면적 m² 3.5 

탱크 용량 ℓ 60(30x2EA) 

메인브러시 길이 mm 590 

사이드브러시 크기 mm 400x2EA 

브러시 속도 rpm 550 

크기(길이x폭x높이) mm 1,850x1,010x1,260 

차체 중량 kg 250 

배터리포함 중량(납/리튬) kg 415/290 

항 목 단 위 납배터리 리튬배터리 

수  명 cycle 300~500 3,000 이상 

충전시간 hour 8~10 2.5 

유지보수 - 증류수 보충 / 단자부 부식 관리 필요없음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기간 : 2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및 납배터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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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건식 청소기 SWE500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 적은 힘으로 쉽게 구동할 수 있는 기어 방식

• 재비산을 잡아내는 카트리지 필터

• 내부의 공기를 빨리 배출시키는 공기 배출 팬 장착

• 분진통 탈부착이 용이하여 먼지 비우기가 편리

• 작업환경에 따라 브러시의 높이 조절 용이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항  목 단 위 SWE500 

청소능력 m₂/h 2,300 

사이드브러시 직경 mm 370 

메인브러시 길이 mm 500 

분진용량 ℓ 31.5(1차)/18.5(2차) 

중량 kg 28 

크기(길이x폭x높이) mm 720x770x930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움직이면 브러시가 회전하

여 쓰레기를 분진함에 담는 구조

로 장비를 밀고 다니는 것만으로 

손쉽고 빠르게 넓은 공간을 청소

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에 따라 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조절장치를 시계방

향으로 돌리면 솔이 위로 올라가

고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아래

로 내려갑니다.  

높이조절레버(메인브러시) 

분진함 

사이드브러시 지지대 

사이드브러시 
고장력 REC벨트 

바퀴 

보조 
분진함 

카트리지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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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기 / 광택기 SG16(연마기)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SG16(연마기) SUPER24D(광택기) 

전압 Vac 220 220 

출력 W 2,250 1,500 

회전수 Rpm 150 191 

중량 kg 50(무게추+10kg) 65 

• 회전형 전선걸이로 전선풀기 용이

• 냉각팬 장착으로 모터수명 연장

• 핸드스크류로 조절레버 위치 조절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UPER24D(광택기) 

SG16(연마기) 

회전형 전선걸이 
회전형 전선걸이를 적용하여 감겨있는 
전선을 풀기 쉽게 제작하였습니다. 

냉각팬 
모터상부에 냉각팬을 장착하여 효율적
으로 모터의 열을 배출시킵니다. 

각도조절레버 
각도조절레버를 앞으로 누르면 손잡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드스크류 
핸드스크류로 조절레버의 위치를 사용
자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SUPER24D(광택기) 

안전스위치를 누르고 레버를 당긴다. 

2개의 모터가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회
전이 가능하므로 더 빠르고 깨끗한 청
소가 가능합니다. 

양방향홀더(우)를 장착한 브러시를 사
용해야 합니다. 단방향홀더(좌)를 장착
한 브러시는 정방향 작업에만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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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기 SUPER16(광택기)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SUPER16(광택기) SUPER18(광택기) 

전압 Vac 220 220 

출력 W 1,140 1,520 

회전수 Rpm 150 150 

중량 kg 43 48 

• 회전형 전선걸이로 전선풀기 용이

• 냉각팬 장착으로 모터수명 연장

• 핸드스크류로 조절레버 위치 조절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SUPER18(광택기) 

회전형 전선걸이 
회전형 전선걸이를 적용하여 감겨있는 
전선을 풀기 쉽게 제작하였습니다. 

각도조절레버 
각도조절레버를 앞으로 누르면 손잡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드스크류 
핸드스크류로 조절레버의 위치를 사용
자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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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광택기 KP10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KP10

전압 Vdc 220 

출력 W 570 

회전수 Rpm 192 

중량 kg 25 

• 소형모델로 건물 계단 등 작업공간이 작은 곳에 적합

• 안전스위치로 사용자의 사고를 예방

• 작동 손잡이 레버가 양쪽에 있어 편리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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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소형 진공청소기 KV12S(건식)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KV12S KV12SW 

전압 Vac 220 220 

모터 사양 W 1,350 1,200 

진공도 mmH₂O 2,400 2,300 

탱크용량 ℓ 40 40 

탱크재질 - Stainless Stainless 

중량 kg 12.5 12.5 

크기(길이x폭x높이) mm 500x480x690 500x480x690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액세서리(38ø) 별매품 액세서리(38ø) 

KV12SW(건/습식) 

필터 필터고정망 포집백(12S) 

호스 Ass’y 카트리지필터 
(12S) 

샤카 

파이프 노즐 사각솔 

미세분진필터 카트리지필터 
(12S) 

헤파필터 
(12S) 

당구장솔 
(12S) 

삼각노즐 

습식링 
(12SW) 

습식볼 
(12SW) 

습식샤카 
(12SW) 

• 강력한 흡입력

• 튼튼한 내구성

• 저소음 설계로 소음이 적음

• 부품 보관함 및 이동 손잡이

• 샤카걸이(KV-12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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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중형 진공청소기 KV103D(건식)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KV103D KV103W 

전압 Vac 220 220 

모터 사양 W 2,700 2,400 

진공도 mmH₂O 2,600 2,600 

탱크용량 ℓ 75 75 

탱크재질 - Stainless Stainless 

중량 kg 27 27 

크기(길이x폭x높이) mm 560x650x950 560x650x950 

• 산업용 청소기의 대표모델

• 강력한 프레임

• 회전형 분진통

• 강력한 2모터의 흡입력

• 8” 고정바퀴로 편리한 이동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액세서리(45ø) 별매품 액세서리(45ø) 

KV103W(건/습식) 

필터 필터고정망 

포집백 
(103W) 호스 Ass’y 

샤카 파이프 

노즐 

사각솔 

칼형노즐 

미세분진필터 카트리지필터 헤파필터 삼각노즐 

습식링 
(103W) 

습식샤카 
(103W) 

Y형 
연결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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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분리형 건/습식 진공청소기 SUPER103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 강력한 흡입력

• 대용량 2중 필터 장착

• 넓은 필터면적

• 필터 털이로 편리한 필터 청소

• 분진통 분리 가능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항  목 단 위 SUPER103 SUPER2000 

전압 Vac 220 220 

모터 사양 W 2,400 3,600 

진공도 mmH₂O 2,600 2,700 

탱크용량 ℓ 50 75 

탱크재질 - Steel Steel 

중량 kg 52 66 

크기(길이x폭x높이) mm 640x670x1,250 720x850x1,380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UPER2000 

기본 액세서리(45ø) 

필터 

호스 Ass’y 

샤카 파이프 

노즐 

사각솔 

칼형노즐 

철망上 철망下 

별매품 액세서리(45ø) 

미세분진필터 삼각노즐 

습식샤카 Y형 
연결소켓 

분진통 분리모습 

먼지털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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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습식 진공청소기 

SYB765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SYB765 

전압 Vac 220 

모터 용량 W 3,000 

타입 - 건, 습식 

탱크 용량 ℓ 80 

공기 속도 L/sec 120 

물 흡입도 mmH2O 3,000 

크기(길이x폭x높이) mm 620x440x1,140 

호스 내경 Ф 40 

전선 길이 m 7.2 

• 건습식 진공청소기로 습식과 건식 청소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하여 산업 현장이나 사무실,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 3모터를 장착하여 작업환경에 따라 다양한 작업이 가능

• 스테인레스 재질로 깨지거나 녹이 슬지 않아
산업 현장에 최적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
(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구성 

1. 흡입호스

2. 호스 커넥터(short)

3. 호스 커넥터(Long)

4. 튜브(Metal)

5. 건식용 노즐

6. 습식용 노즐

7. 틈새용 툴

8. 먼지용 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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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탱크 분리형 건/습식 진공청소기 SUPER2020S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 분진 및 오수 분리 포집

• 필터 막힘 현상 개선

• 강력한 흡입력

• 분진통 분리로 분진만 별도 이동 가능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항  목 단 위 SUPER2020S 

전압 Vac 220 

모터 사양 W 2,400 

진공도 mmH₂O 2,600 

탱크용량 ℓ 84(1차)/50(2차) 

탱크재질 - Stainless 

중량 kg 53 

크기(길이x폭x높이) mm 530x1,000x1,150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EAD 

S/W 

필터고정망 

필터 

1차탱크 
2차탱크 

공구가방 

기본 액세서리(45ø) 별매품 액세서리(45ø) 

필터 필터고정망 

호스 Ass’y 

샤카 파이프 

노즐 

사각솔 

칼형노즐 

미세분진필터 삼각노즐 

습식링 

습식샤카 

Y형 연결소켓 

공구가방 

1차탱크 2차탱크 

1차필터 교체시 분리 

탱크 분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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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론 건/습식 진공청소기 SUPER2700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 싸이클론구조로 탱크내 분진 재비산방지

• 2차탱크 분진유입감소로 필터 막힘 개선

• 분진을 분리하여 포집

• 필터 털이 기능으로 분진청소 용이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항  목 단 위 SUPER2700 

전압 Vac 220 

모터 사양 W 3,600 

진공도 mmH₂O 2,700 

탱크용량 ℓ 87(1차)/63(2차) 

탱크재질 - Stainless 

중량 kg 70 

크기(길이x폭x높이) mm 670x1,320x1,480 

HEAD 

스위치 

필터 
고정망上 

필터 

1차 
탱크 

2차탱크 

공구가방 

탱크 
분리 
손잡이 

필터 
고정망下 

연결호스 

파이프꽂이 

먼지털이봉 

탱크분리 
손잡이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액세서리(45ø) 별매품 액세서리(45ø) 

필터 

호스 Ass’y 

샤카 파이프 

노즐 

사각솔 

칼형노즐 

미세분진필터 삼각노즐 

습식링 

습식샤카 

Y형 연결소켓 

공구가방 2차탱크 분리장면 

1차탱크 분리장면 

철망上 철망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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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대형 청소기 KV3000R(기본형)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KV3000R(기본형) KV3000RT(싸이클론) 

전압 Vac 220 220 

모터 사양 W 2,550 2,550 

진공도 mmH₂O 2,200 2,200 

탱크용량 ℓ 40 40 

탱크재질 - Stainless Stainless 

중량 kg 127 127 

크기(길이x폭x높이) mm 630x980x1,230 630x980x1,230 

• 링브로워의 강력한 흡입력

• 24시간 연속 사용 가능

• 분진통 분리 및 필터 털이 기능

• 분진 배출이 용이

• 필터 관리가 수월

• 분진통 내 분진 재 비산 방지

(KV-3000RT)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V3000RT(싸이클론) 

KV3000R KV3000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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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킹카 CSB1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CSB1 

전압 Vdc 24 

제어방식 - 전자식 브레이크 

최대 전진속도 Km/h 15 

등판각도 ˚ 15 

최대 주행거리 km 48(배터리 완충 시) 

충전시간 h 8~10 

크기(길이x폭x높이) mm 1,630x900x1,250 

최대 탑승무게 kg 120 

전체 중량 Kg 102(배터리 포함) 

• 2단 LED 전조등 장착

• 사이드미러 장착

• 360도 회전가능한 고급 레쟈시트 장착

• 편리한 마포 각도조절 및 털이 기능

• 핸들 각도조절 및 시트 목 받침대 장착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컨트롤 시스템
으로 조작 용이 

저전력고효율의 2단 
LED 라이트 장착 

사용자 키에 따라 조향부 
각도조절 가능 

조작이 간편한 전후진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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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건조기 CSG2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CSG2 

전압 Vdc 220 

출력 W 562 

회전수 Rpm 1450/1550/1650 

중량 kg 14 

규격 mm 470x430x485 

• 강력한 3단 풍량 조절

• 원터치 레버와 베어링 이동 바퀴로 편리한 이동성

• 저소음 설계의 조용함

• 튼튼한 브로기 탱크와 심플한 디자인

• 제품보증기간 : 1년 또는 2,000시간 선도래 기준(단, 소모성부품 제외)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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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세척기 

SQ3100G 

  TOTAL CLEANING SYSTEM  

The World Best Technology & Quality 

항  목 단 위 SQ3100G 

전압 Vac 220 

모터 용량 W 2,600 

정격 압력 Bar 130 

최대 압력 Bar 180 

정격 유량 ℓ/min 6 

크기(길이x폭x높이) mm 370x290x820 

무게 kg 20 

•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용 고압세척기

• 내부식성이 높은 강화 스테인레스 플런저 장착

• 바퀴와 핸들이 있어 이동 및 사용이 편리

• 이중 금속펌프 장착

• 회전식 조작 스위치로 사용이 편리

• 제품보증기간 : 3개월

* 제품 사양 및 외관은 제품 개량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레이 조절이 가능한 스프레이건 
- 6M 고압연결호스 
- 5M 전선플러그 
- 세제탱크(내장) 
- 퀵 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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