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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크롤러 드릴
Hydraulic Crawler Drill

 드리프터 JD-900 JD-1000(E) SD-1350E JD-1400E

YH-70
적용모델 • •
굴착경     Ø64mm

YH-80
적용모델 •
굴착경

YH-135
적용모델 •
굴착경

YAMAMOTO 드리프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검증된 성능과
품질로 안정적인 천공 작업을 수행합니다.
역방향 타격 기능 (옵션)

드리프터

모델 - YH-70 YH-80 YH-135

타격력 hp (kw) 20(15) 22(17) 28(21)

회전수 rpm max 200 max 150 max 120

나사 mm T38 / T45 T45 / T51 T51

타격수 bpm 2,800~3,000 2,400~3100 2,300~2,500

➌

➎ ➍ ➊ ➏

➋

1. 피스톤

2. 밸브

3.  척부싱

4. 척 드라이버

5. 척

6. 블로우 튜브

피스톤과 동축상에 있는 직동형 밸브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타격 

에너지 전달에 효과적입니다.

피스톤은 상하 왕복운동을 수행하여 샹크 어댑터에 

타격을 가하고, 이렇게 발생한 타격 에너지는 로드, 

비트로 전달되어 고효율의 굴착을 가능하게 

합니다.

굴착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드리프터 내부 

부품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격시 발생하는

반발력을 분산시켜줍니다.

회전모터에서 척으로 회전력을 전달합니다.

회전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샹크 어댑터, 로드, 

비트까지 전달합니다.

콤프레서에서 생성된 압축공기는 블로우 튜브를 

통해 샹크 어댑터, 로드, 비트까지 전달되어 

작은 석분을 배출합니다.

YH-135

• YH-70의	구조

Ø76mm Ø115mm

Ø102mm Ø127mm

Ø102mm



하부트랙

등판능력 mm 30° 30° 28.5° 28°

주행속도 km / hr 0 ~ 3.3 0 ~ 3.3 0 ~ 3.5 0 ~ 3.3

최저지상고 mm 600 600 490 505

요동각 ± 9° 9° 10° 10°

제원

총중량 kg 12,950 13,100 15,200 15,480

전장 mm 8,790 8,790 9,400 9,810

전폭 mm 2,475 2,475 2,420 2,440

전고 mm 3,020 3,020 2,940 3,320

Hydraulic Crawler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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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작업범위

단위(Unit)	:	mm

JD-900
JD-1000(E)

JD-900
JD-1000(E)

JD-900
JD-1000(E)

JD-1400E

JD-1400E JD-1400E

드리프터

모델 - JET-8llP JET-8llP JET-9llP JET-11

중량 kg 270 270 270 270

길이 bpm 1,127 1,127 1,127 1,176

타격수 mm 2,700~3,400 2,700~3,400 2,700~3,400 2,400~3,000

회전수 rpm 0 ~ 190 0 ~ 190 0 ~ 190 0 ~ 130

붐

붐 길이 mm 2,100 2,100 3,000 3,000

붐 리프트 Up / Down 50° / 15° 50° / 15° 50° / 15° 50° / 18°

붐 스윙 L / R 35° / 45° 35° / 45° 15° / 35° 25° / 35°

붐 익스텐션 - - - , (1,100) 1,100 1,100

가이드쉘

가이드 전장 mm 6,800 6,800,(7,350) 7,290 7,590

가이드 확장길이 mm 1,500 1,500 1,500 1,500

피드길이 mm 3,740 3,740 (4,300) 4,300 4,385

가이드 스윙 L / R 50° / 60° 50° / 60° 71° / 30° 71° / 25°

가이드 틸트 - 180° 180° 180° 158°

디젤엔진

모델 - QSB4.5-T4F QSB6.7-T4F QSB6.7-T4F QSB6.7-T4F

엔진출격 hp(kw)/rpm 160(119)/2,300 173(129)/2,200 225(168)/2,200 260(194)/2,500

공기압축기

압력 kg / ㎠ 10.5 10.5 10.5 10.5

용량 ㎥ / min 5.5 6.6 9 11.5

집진기

흡입용량 ㎥ / min 24 24 24 40

필터수 ea 4 4 4 5

집진기

로드 수 ea 4 + 1 4 + 1 6 + 1 (5 + 1) 5 + 1 (6 + 1)

비트 & 로드

로드길이 mm 3,050 3,050,(3,600) 3,660 3,660

비트직경 mm Ø64 ~ Ø102 Ø64 ~ Ø102 Ø76 ~ Ø115 Ø89 ~ Ø127

나사 - T38 [T45] T38 [T45] T45 [T51] T51 [T45]

유압펌프 Variable Piston Pump 2 + Gear pump 2 Variable Piston Pump 2 + Gear pump 3

Specifications

* ( )수치는 붐 확장형 모델에 한합니다.

* 본 제원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D-900 JD-1000	(	SD-1000E	) SD-1350E JD-1400E



하부트랙 내구성 향상 

슈판, 링크 등 내구성 증대를 위해 16톤급 트랙

적용 (JD-900 / JD-1000(E)모델)

로드 체인저 (롤러 타입, 캐로셀 타입(옵션))

장공 천공시 보조 작업자 없이 신속히 로드
교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더 안전하게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최고의 선택!

최적화된 구조설계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수산 유압식 크롤라 드릴은 진정한 프로들이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방식의 후드

전후로 움직이는 슬라이드 방식의 후드

가 천공시 지면과 밀착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 운전자의 천공지점 

확인을 쉽게 도와줍니다.

강력한 흡입력의 집진기 

4개의 필터로 구성된 집진기는 천공작

업시 강력한 흡입력으로 분진없이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필터에 

에어플러싱 장치가 장착되어 필터의 

막힘을 방지해 줍니다. 

중앙집중식 전기 제어장치 

각종 전기제어 장치를 중앙 집중식

으로 설계하여 손쉬운 점검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장비 가동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수냉식엔진 / 손쉬운 정비
고출력 수냉식 커민스 엔진은 주행시나

작업시에도 충분한 동력을 공급하며, 

엔진룸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정비가 용이합니다.

오실레이팅

험한 지형을 주행시 오실레이션 레버의 

작동에 의해 좌우트랙의 경사 각도를 

조정하여 장비 본체를 안정화시키고

진동과 충격을 방지 합니다.

전방시야가 좋은 운전실

충분한 시야 확보와 에어 벨로우즈형 

운전석을 기본 장착하여 쾌적한 분위기

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안전한 운전실
견고한 골조와 전방4면을 안전유리 및

안전망으로 제작하였으며 상부유리에

와이퍼 적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작판 유압 직접 구동방식 (유압식 파일럿 레버)으로 조작이 쉽고 단순합니다. 

싸이클론 (집진기용 프리클리너) - 옵션 

집진기 필터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진기의 앞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붐 익스텐션 

익스텐션 붐을 장착하여 천공작업 시 

작업 변경 확대 가능

보호가드와 LED램프 적용 

캐빈 상단에 보호가드와 LED 램프를

적용하여 어두운 현장이나 

야간작업 시 시야성 개선

고효율 파워 드리프터 

천공작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내구성이 우수한 드리프터 



작업자를 위한 완벽한 메커니즘

첨단공학적 설계 고효율 파워드리프터

드리프터

천공작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유압식 댐퍼의 적용으로 천공자재 수명 연장 및
경암에서의 굴착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드리프터

모델 - JET-8IIP JET-9IIP JET-11

타격력 hp (kw) 22(17) 27(20) 30(23)

회전수 rpm max 180 max 190 max 190

나사 T38 /T45 T38 / T45 T45 / T51 T45 / T51

타격수 bpm 2,700~3,400 2,700~3,400 2,400~3,000

 드리프터 JD-900 JD-1000(E) SD-1350E JD-1400E

JET-8ⅡP
적용모델 • •
굴착경     Ø64mm

JET-9ⅡP
적용모델 •
굴착경

JET-11
적용모델 •
굴착경

1. 공, 수겸용 플러싱 헤드

2. 유압식 댐퍼

3. 피스톤

4. 타격조정나사

5. 프론트, 리어 부쉬 및 씰리테이너

6. 대용량의 어큐물레이터

타격시 발생하는 반발력을 흡수하는 유압식

완충장치의 설치로 굴착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 드리프터 내부 부품 및 붐, 가이드장치

등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2중 안전씰의 채용으로14bar이하의 워터

플러싱이 가능합니다.

피스톤은 상하 왕복운동을 수행하여 샹크 어댑터 타격을 

가하고, 이렇게 발생한 타격 에너지는 로드, 비트로 전달

되어 고효율의 굴착을 가능하게 합니다.

타격력과 타격수를 피굴착 암질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어 고효율의 굴착이 가능하며, 회전과의

발란스를 맞추는것이 가능하여 호스의 떨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린더 전, 후에 부쉬 및 씰리테이너의 채용으로

피스톤 스크레치의 방지와 부품교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작동유 출입 통로 구조로 용량을 극대화

시킨 대용량 어큐물레이터는 다이어프램의 수명을

연장하고, 타격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합니다.

JET-11

• JET-8의	구조

➊

➋

➌

➍ ➏

➎

Ø102mm

Ø76mm Ø115mm

Ø102mm Ø127mm

• JET-8의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