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자동차용
높낮이 조절 스키드
스킬릿 리프터
무인 운반차

회사 소개
PACO GROUP은 캐나다 몬트리올 외곽의 세인트
휴버트(St-Hubert)에 본사를 둔 사기업입니다. 전
문 기술 회사인 PACO GROUP은 끊임없는 혁신으
로 고객에게 창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과 환경에 대
한 책임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설립된 PACO GROUP은 하이테크 전기
기계 장비 개발이 전문 분야이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PACO GROUP은 초
창기에 채광과 콘크리트 처리 시스템 분야에 집중
하였고, 이 산업 부문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기반
으로 생산 제품의 범위를 자동차 산업용 고내구
성 리프트 작동기, 극장용 무대 상부 및 하부 기계
류, 민간과 공공 수중 부문에 활용되는 수중 리프
팅 기술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PACO GROUP은 자회사인 PACO SPIRALIFT(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GALA SYSTEMS(무대 장
치 장비와 다목적 홀), AKVO SPIRALIFT(가변식
풀 플로어 시스템) 등을 통하여 65개국에서 2000
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PACO SPIRALIFT
의 중점 분야는 자동차/산업 생산재 취급용 장
비 설계와 제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나 최고
의 주력 제품은 대형 화물을 손쉽게 취급하기 위
하여 고안된 스테인리스강 초소형 기계 장치인
SPIRALIFT®입니다.
스파이럴 리프트의 특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
효율 생산 공장에서 사용 중인 리프트 테이블입니
다. 자동차 OEM 생산 업체의 60% 이상이 생산 공
장에서 스파이럴 리프트 기술을 여러 형태로 사
용하고 있습니다. PACO SPIRALIFT는 광범위한 턴
키 방식 리프팅 솔루션을 구조재와 함께 주문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하며, 자동차 조립용 스킬릿 리
프트, AGV 리프트, 높낮이 조절 스키드, 수직 리프
트 등 맞춤식 생산이 가능합니다.

국제 네트워크
30여 년간 리프팅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온 PACO GROUP의 제품
과 서비스는 품질과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사의 국제 네트
워크는 유연성과 효율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인증된 파트너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당사 엔지니어들은
고객의 특정 프로젝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주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터 컴퍼니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커민스 모터
테슬라

유럽

아시아
르노
페라리
푸조
시트로엥
아우디
재규어
볼보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현대 자동차/현대 버스
기아 자동차/기아 버스
르노 삼성 자동차
쌍용 자동차
닛산
GM 대우
상하이 자동차
비야디
둥펑 자동차
창청 자동차
난징 자동차

고객이 제시하는 과제가
동기를 부여합니다
높낮이 조절 스키드(AHS):
의장 및 차대 조립 라인
과제:
고객은 여전히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오버헤드 컨베이어 시스템과 지상 컨베이
어 시스템이 있는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자 합니다. 인간 공학적 작업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고객은 다양한 리프트 테이
블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 의장 라인 조
립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래식 스
킬릿 시스템을 가동하려 해도 기존 컨베
이어 시스템을 철거해야 하는데 둘 다 비
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해결책:
높낮이 조절 스키드(Adjustable Height
Skid) 시스템은 별개의 리프트 테이블로
철제 컨베이어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AHS는 또한 차체용 임시 지지대 역할을
하므로 효율이 대폭 증대되고 차체의 위
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
으로 당사 고객은 최소 비용에 최대 유연
성으로 높낮이 조절 리프트 테이블을 사
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많은 비용을 들여 전체 생산 라인을 재구
성하지 않아도 높낮이 조절 리프트 테이
블만으로 유연성을 더하고자 하는 모든
OEM에 완벽한 해법입니다.

스킬릿 리프터:
의장 및 차대 조립 라인
과제:
고객은 생산 라인을 개발/재구성하고 자
동차 조립 라인에 높낮이 조절 리프트 테
이블을 사용하여 인간 공학적 작업 환경
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재래식 유압 시스
템은 환경 친화적이 아니고 스크루 잭 방
식은 현대적 생산 라인에 너무 번거롭습
니다. 자동차 생산 관련 기기들이 모두
그러하듯, 핵심은 내구성이며, 고객은 수
십 년간 작동할 수 있는 리프터를 갖기
를 원합니다.

해결책:
스파이럴 리프트 스킬릿 테이블을 사용
하면 유압 시스템의 폐단인 누유 문제가
없으며, 스크루 잭 방식에 비해 시저 리프
트 테이블의 무게가 대폭 줄어듭니다. 또
한, 스파이럴 리프트는 매우 효율적이므
로 전형적인 스킬릿 테이블의 전력 소모/
요건이 감소됩니다. 스파이럴 리프트는
고도의 승강 정확도, 최소한의 유지 보수,
높은 유연성 등으로도 모든 OEM 제조업
체에 바람직한 해결책이 됩니다.

무인 운반차(AGV):
엔진/차대 결합
과제:
고객은 엔진/차대 조립 공정에 무인 운반
차 사용을 희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고,
가벼우며, 청결하고, 고도로 정확한 리프
트 작동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
업 공간이 작은 관계로, 리프트 개폐비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해결책:
고객은 스파이럴 리프트를 사용하여 업
계 최소 작업 공간에서는 물론 최고 수준
의 리프트 개폐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프터에는 비전기식 통합
자기 제동기가 달려 있어 정전 상황에서
도 추락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스파이럴
리프트를 사용하면 전기/배터리의 효율
적 사용에 지극히 중요한 시저 리프터의
무게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규격
ND6
최대 리프팅 용량:

2,500kg

최대 이동 거리:

3.58m

원위치 시 높이:

200mm 이상*

리프팅 속도:

최대 7m/min*

→ 유지 보수 필요성 낮음
→ 경량 및 소형
→ 구동모터 직결 : 최대 0.75kW용 전기 모터.
0.75kW이상 구동모터 : 유니버설조인트 구동.

HD6
선택 사양 자기 제동기 장착 모델
최대 인양 능력:

3000kg

최대 이동 거리:

3.58m

원위치 시 높이:

200mm 이상*

리프팅 속도:

최대 7m/min*

→ 적은 유지 보수

→ 고요량

→ 경량 및 소형

→ 구동모터 직결 : 최대 0.75kW용 전
기 모터. 0.75kW이상 구동모터 : 유니
버설조인트 구동.

→ 사용수명 +백만회 이상

HD9
최대 리프팅 용량:

4550kg

최대 이동 거리:

6.1m

원위치 시 높이:

240mm 이상*

리프팅 속도:

최대 6.1m/min*

→ 적은 유지 보수
→ 경량 및 소형
→ 전기 모터 직접 결합
→ 구동모터 직결 : 최대 0.75kW용 전기 모터.
0.75kW이상 구동모터 : 유니버설조인트 구동.

ND18
최대 리프팅 용량:

11325kg

최대 이동 거리:

12.2m

원위치 시 높이:

400mm 이상*

리프팅 속도:

최대 12.2m/min*

→ 적은 유지 보수
→ 긴 이동거리(스트로크)
→ 고용량
→ 설계 유연성

*요구되는 이동 거리에 따라 다름

본사
3185 1ere Rue
Saint-Hubert (QC) J3Y 8Y6 CANADA
전화: +1 450 678-7226
팩스: +1 450 678-4060
무료 전화(북미 지역만):
1 800 463-7226
info@pacospiralift.com
DONGHYE T.S.
7F Royal Plaza Bldg, 50, Chungseon-Ro
203, Bupyeong-Gu, Incheon, KOREA
전화: +82-32-502-2704
팩스: +82-32-502-2720

www.pacospirali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