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CMG의 첫 완전 원격제어 지능형 굴착기 출시 

쉬저우, 중국, 2015년 8월 26일 /PRNewswire/ -- 세계에서 다섯째로 큰 건설 장비 

회사인 XCMG는 XCMG 굴착기 시리즈 지능화의 새 국면을 시사하며 그 첫번째 완전 

원격제어 굴착기인 XE15R 유압 지능 굴착기를 발표했다. 

인터렉티브 멀티미디어 보도자료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605551-xcmg-xe15r-remote-

controlled-excavator/ 

사진 -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825/260848  

운전석이 없는 XE15R은 높이 1.35미터, 너비 1.08미터로, 동사의 가장 작은 

굴착기다. "리틀 스완(Little Swan)"이라는 별명을 가진 본 장비는 까다로운 작업 

환경에서도 민첩하고 유연하다. 

새로이 개발된 XE15R은 100미터 무선제어 기능이 있으며 기계, 전자, 유압 통제 

기술과 캔 버스(CAN bus)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통합한다. 무인 운전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유독성 환경이나 극한 기온과 같은 극심한 작업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 

지능형 굴착기로서 XE15R은 자체 학습 기능도 갖췄다. 작업 조작을 저장했다가 

요청에 의해 자동 재생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작업의 안전성, 민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발전이다. 

XCMG의 사장인 왕 민은 "XCMG가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나아감에 따라 지능화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XE15R은 우리가 언행일치함을 보여준다. 그 디자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구현한다"고 했다. XE15R의 출시는 XCMG의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더욱 인간 친화적인 작업 환경과 더 나은 프로젝트 해결책을 

제공하여 고객의 공사 품질을 개선한다. 

세계적 공동 개발 플랫폼에 기반하여, XCMG는 핵심 유압 부품과 지능 기술의 연구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 성과를 굴착기들 및 다른 제품 시리즈에 

성공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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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MG 굴착기 사업부 총지배인인 리 종은 "굴착기는 XCMG의 성장에 전략적이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XCMG는 최고의 굴착기 브랜드가 되고자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초창기부터 명확한 개발 전략 및 계획 선정이 있었다. 소, 중, 대형 굴착기 

제작의 핵심은 정밀함, 튼튼함, 우수함"이라고 했다. 

현재 XCMG의 굴착기 시리즈는 1톤부터 400톤형까지 다양하다. 동사의 중국제작 

최초 400톤 무한 궤도형 완전 유압 굴착기인 XE4000은 내국의 2015년 톱50 

기술혁신 골드상(2015 TOP 50 Technological Innovation Gold Award)을 수상했다. 

강철 거인은 중부하 광업 환경에 완벽하고 동력 소비량을 8퍼센트 감소한다. 인간 

친화적 디자인은 장시간 작업의 무료함을 달랜다. 

XE15R의 출시와 함께 XCMG의 지능형 제품들은 새로운 단계에 도약한다. 향후 

발전을 위해 XCMG는 스마트 제조와 지능형 제품을 살펴보는것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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