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C어태치가 생산한 제품은 지금 이시간에도 생산과 물류 현장에서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BSC 어태치

Inverta Push Clamp
인버터 푸시 클램프

Paper Roll Clamp
페이퍼 롤 클램프

Bale  Clamp
베일 클램프

Carton  Clamp
카톤 클램프

기능       

       파렛트 위에 있는 화물을 회전시켜 파렛트를 
회수하고        푸셔(PUSHER)로 화물만 밀어 

콘테이너 및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 장치       

용도       

       화물을 파렛트 없는 상태로 출하하고 고가의 
공정용 파렛트를        회수하는 작업장        
주로 석유화학제품 물류에 효과적              

기능       

360도 회전하는 ARM이 원형으로 된 화물을        
클램핑하여        세우거나 눕히는 작업을 수행              

용도       

       제지회사, 인쇄회사, 신문사 등 롤(ROLL)
형태의 화물을        운송하여 하역 및 적재 작업을 
하는데 적합                     

기능       

       다양한 크기의 ARM(날개)으로 화물을 압착
하여 파렛트 없이 운반 하역하는 작업 장치              

용도       

      제지회사, 섬유회사, 재생품 관련(종이, 고무
플라스틱)회사,원면 및 볏짚 취급회사, 펄프회사 
등        다양한 제품을 하역, 적재 하는데 적합

기능       

       얇고 넓은 알루미늄 ARM(날개)으로 
CARTON BOX같은 약한 화물을 옆에서 클
램핑(CLAMPING)하여 파렛트 없이 운반하는 
작업 장치              

용도       

충격이나 압력에 취약한 전자제품, 제과BOX, 
라면BOX, 과일BOX        화학제품을 
취급 할 때 효과적                                   



BSC 어태치

Fork  Clamp
포크 클램프

Turn a Load Clamp
턴 어 로드 클램프

Drum Clamp
드럼 클램프

Block Clamp
블록 클램프

기능       

       베일 클램프의 ARM대신 포크(FORK)가 용
접되어        있어        포크 포지셔너의 기능과 클램프 
기능을        선택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장치       

용도       

      포크의 간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클램프로 사용 시 섬유제품 취급,        포크 포지셔너 

기능으로 사용 시에는 긴 철재화물       긴 목재의 화물 
및 다양한 크기의 파렛트 화물을        손쉽게 운송 
상하차 작업 가능

기능       

       반달형 드럼용 ARM(날개)을 좌, 우에 있는 
실린더가        양 옆에서        클램핑(CLAMPING)하
여 작업 용도에 따라        1개,2개,4개        취급 가능

용도       

      드럼 및 유사 원통형의 화물 취급        
(석유화학 제품, 음료수원액, 페인트, 잉크, 

접착제, 폐기물 처리)

기능       

       베일 클램프의 ARM대신 포크(FORK)가 
용접되어        있어        포크 포지셔너의 기능과 
클램프 기능을        선택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장치       

용도       

      포크의 간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클램프로 사용 시 섬유제품 취급,        포크 포지셔너 
기능으로 사용 시에는 긴 철재화물       긴 목재의 
화물 및 다양한 크기의 파렛트 화물을        손쉽게 
운송 상하차 작업 가능

기능       

       고무판을 부착한 ARM(날개)으로 PALLET
없는 벽돌 같은 화물을 취급

용도       

            콘크리트 블록, 벽돌 같은 건축 
자재 품목을 취급



BSC 어태치

Load Stabilizer
로드 스태빌라이저

Hinged Fork      
힌지드 포크

Hinged Bucket      
힌지드 버켓

Rotating Fork      
 로테이팅 포크

기능       

       상부의 압력판을 실린더가 제품을 눌러
운반화물을        고정시키므로        흔들려 붕괴 
되는 것을 방지 하는 작업 장치

용도       

       화물을 다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음료회사        
주류회사, 유리공장       골판지회사, 제약회사        
가전회사에서 1파렛트, 2파렛트, 3파렛트를  
취급 할 때 사용

기능       

HINGED FORK에 BUCKET을 장착하여 
소형 유압 실린더 2개가 포크를 상측 35도 
하측 45도로 크게 경사 시키므로        
원통형 화물 운반 및 적재 작업이 가능

용도       

원목, 시멘트파이프, 파이프, 벽돌, 적재작업에 
효과적       

기능       

HINGED FORK에 BUCKET을 장착하여 
소형 로터역할을 하며        BUCKET은 핀으로 

고정 할 수 있어 탈부착이 가능 하며 또한  
BUCKET을 탈거 후 FORK작업 가능       

용도       

모래, 시멘트, 곡물, 소금, 폐기물 등과 같은 
원재료 상태의 화물 운반이나        하역 작업에 적합

기능       

       포크가 좌, 우로 360도 회전 하는 장치로        
용기에 담긴 화물을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하
며 일반 지게차처럼 PALLET작업도 가능

용도       

기계 가공공장의(칩)처리, 폐기물 처리회사, 사료
회사       식품회사, 주물회사 등 분말 및 유용성(액체) 

물체의        하역 운반 작업에 적합       



BSC 어태치

90˚Coil Upender
코일 어펜더

기능       

       두 개의 ARM이 유압 실린더에 의해 동시
에 열리고 닫히며 또한 제품을 잡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제품의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며 
ARM 끝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고무 PAD
가 유압 실린더에 의해 90도 회전을 하여 제품
을 세우고 뉘우는 작업을 할 수 있음       

용도       

코일 강재 생산 업체, 대형 타이어 생산 및 
수리 업체       

Multi Pallet Handler      
멀티 팔레트 핸들러

기능       

포크를 벌려서 두 개의 파렛트를 나란히 취급
할 수 있고 포크를 오므리면 지게차폭 안에서 
일반적인 한 개의 파렛트로 작업 가능       

용도       

      화물 적재 시 자리배치가 용이하며 콘테이너 화
물작업에서 지게차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적합하
며, 또한 일반 파렛트 취급 업체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음료회사, 가전회사, 석유화학회사. 
식품회사)       

Hinged Bucket Grapple      
힌지드 버켓 그라플

기능       

HINGED FORK 기능에 GRAPPLE이 달린 
BUCKET을 끼워 폐자재 및        재활용 플라스틱을 
상하차 할 때 사용함       

용도       

      재활용 수집회사       

Load Pusher
로드 푸셔

기능       

BACK REST면으로 FORK위에 올려져 있는 
화물을        밀어 하역 시키는 작업을 함       

용도       

컨테이너 속 등 깊숙한 적재가 가능하며 상자로 
된 물품 등        다루기가 힘든 물품을 취급하는 창고 
등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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