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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캣 미니굴착기 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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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캣의 장인정신으로 탄생시킨 
또 하나의 명작,

굴착기도 역시 밥캣

60년 역사의 장인정신이 깃든 
미국 그위너(Gwinner) 

생산기지

최신식 시설로 무장한 
체코 도브리스

(Dobris) 생산기지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정성을! 밥캣 전문 출하센터

제품혁신의 중심, 엑셀레이션 
(Acceleration) 센터

순정부품 공급 선진화 된 네트워크

기본 1년 2,000시간 선도래 보

증을 제공합니다. 문제없는 사

후보증을 통해 든든한 신뢰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품센

터가 국내에 위치해 빠른 부품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차별화된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

해 전문적인 장비 상담부터 판

매, 부품조달, 사후서비스에 이

르기까지 One stop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보증

글로벌 생산기지 운영

세계 최초 삼륜 컴팩 로더
(모델명 M60) 제작

세계 최초 사륜 스키드 로더
(모델명 M400) 제작

미니 굴착기
사업 개시

세계 최초 컴팩 트랙 로더 
(모델명 864) 출시

50주년 백만번째 로더 생산밥-태치 (Bob-Tach) 
어태치먼트 탈착 시스템 도입

세계 최초 올-휠 로더
(모델명 A220) 출시

M시리즈 로더 생산 개시 M2시리즈 생산 개시

1958 1960 1971 1986 1999 2001 2008 2009 2014 2016밥캣, 혁신의 기록

2 Bobcat MEX Series 3Bobcat MEX Series



4 Bobcat MEX Series 5Bobcat MEX Series

E08

E08 / E10

하부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 E08 : 710mm ~ 1000mm

· E10 : 710mm ~ 1100mm

동급 내  최대 크기의 운전석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착된 탑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접을 수 있습니다.

ISO12117 TOPS (Tip Over 

Protective Structure)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이스틱이 운전석 옆쪽에 장

착되어 조작이 용이합니다. 

E08 은 미니멀테일, E10 은 

제로테일 스윙방식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사용이 용이합니다. 

가변트랙 & 블레이드 편리한 운전공간

접이식 탑 조이스틱 콘트롤 (E10)

미니멀테일(E08) /
제로테일(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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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천정이 낮은 협소한 현장에서도 다재다능한 컴팩트 굴착기

구분 E08 E10

자체중량 1080 kg 1150 kg

정격출력 10.2 ps 10.2 ps

버킷용량 (산적) 0.024 ㎥ 0.028 ㎥

전장 2795 mm

전폭
트랙축소시 710 mm

트랙확장시 1000 mm 1100 mm

전고 22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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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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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퍼포먼스의 합리적 선택

트랙폭 내에서 본체가 회전하여 

좁은 환경 내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시트를 장착하여, 장시

간 운전에도 피로도를 최소화 

합니다. 비즈니스석 수준의 넓고 

편안한 운전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이 가능하

도록 트랙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블레이드 폭 역시 조절 가능합니

다. (980 mm~1360mm)

강철로 된 실린더 가드가 장착 

외부충격으로 부터 실린더를 

보호합니다.

뒷문을 열면 손이 닿기 쉬운 위

치에 각종 필터류, 연료주입구 

등이 위치해 주요점검을 간단

히 마칠 수 있습니다.  뒷문은 

통주물로 제작되어 주요 부품

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제로테일 스윙

편안한 운전석

가변트랙 & 블레이드

견고한 실린더 가드 장착

점검편의성 & 튼튼한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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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에러코드가 표기되어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선진화된 전자식 계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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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 3년 연속 정부조

달공급 다수공급자 계약이행평

가에서 실적 품질 납기 수요기

관 만족도 전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하였습니다.  

작업현장의 먼지나 이물질로부

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캐빈이 

장착된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

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달쇼핑몰 등록제품

캐빈 · 히터 옵션

단순히 on/off 만 가능한 보조 

유압콘트롤 방식이 아니고, 조

이스틱에 부착된 핑거 콘트롤을 

좌우로 움직여 유량을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조유압 비례제어 
핑거콘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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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도난과 분실에 대비하여 

비밀번호를 통한 시동제어가 가

능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장비

를 사용하는 렌탈사업에 유용

한 기능입니다.

비밀번호 잠금장치

7

구분 E20

자체중량 (캐빈 장착시) 1880 kg (+165 kg)

정격출력 14.1 ps

버킷용량 (산적) 0.066 ㎥

전장 3688 mm

전폭
트랙축소시 980 mm

트랙확장시 1360 mm

전고 229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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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35z

자체중량 (캐빈 장착시) 3680 kg (+110 kg)

정격출력 24.7ps

버킷용량 (산적) 0.11 m3

전장 4823 mm

전폭 1750 mm

전고 245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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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5z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E35z

제로테일 스윙(Zero Tail Swing, ZTS) 

방식보다 진보된 제로하우스 스윙(Zero 

House Swing, ZHS) 방식입니다.    

굴착기의 본체가 모두 트랙안에서 움직

입니다.

제로하우스 스윙

1
제로테일스윙 제로하우스스윙

상하좌우 어디든 잘보이는 

시야로 안전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전 가시성 확보

2

넓은 출입구, 서스펜션

시트와 넉넉한 레그룸

을 제공합니다. 넓은 출

입구, 서스펜션시트와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

합니다. 캐빈 / 에어컨,

히터 / 라디오 선택가능

합니다.

비지니스클래스 
수준의 작업환경

3

Tier 4F 엔진규제를 충족시키는 친환경 

제품으로, ROPS (ISO3471), 

TOPS(ISO12117) 기준을 충족합니다.

탁월한 퍼포먼스와 안전

4

옆문과 뒷문 동시에 오픈가능한 

파노라마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

합니다. 주요 점검 포인트에 쉽

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웨이트를 기본 장착하여 

보다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각종 라인이 프레임안으로 매립

되어 있어 외부충격으로 부터 

장비를 보호합니다 . 험한 작업

환경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

를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점검편의성

카운트 웨이트 장착

튼튼한 X 자 하부
(X-Frame Undercarr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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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사양
밥캣 소형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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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5z

2795

3688

1138

419 25

1260
1620

1045

235

2882

2297

4280

1592

3573

2330

1948

2520

2564

220

204230

980~1360

2153

2205

3150 / 3300

1374

2685

1383

1630

1950

196。

196。

1899

196
230

180

710~1000/1100

992

363 16

970
1280

987

220

4823

3787

1557

540

25 1528 310

2455

300

17501647

2074

5470
2267

185。

4804

3185

2136

3265

3708

382

456

구분 단위 E08 E10 E20 E35z

자체중량(캐빈장착시) Kg 1080 1150 1880  (+165) 3680 (+110) 

버켓용량(산적) ㎥ 0.024 0.028 0.066 0.11

엔진

모델
Kubota
D722

Kubota
D722

Kubota
D722

Kubota
D1703

정격출력 ps/rpm 10.2 / 2000 10.2 / 2000 14.1  / 2500 24.7 / 2200

최대토크 kg·m/rpm 4.1 / 1600 4.1 / 1600 4.4 / 2000 9.8 / 1500

유압

사용압력 kg/㎠ 181.4 181.4 230 249

토출량 L/min 2x10 2x10 15x2+11.3 92.4

보조유압 L/min 20 20 30 63.9

성능

최고속도 km/hr 2.1 3.1 4.0 4.7

선회속도 rpm 9 9 8.4 8.6

최대굴삭력 (암/버켓) kg.f 566 / 846 566 / 846 1118 / 2124 2119 / 3407

도처블레이드 폭 x높이 (가변시) mm 1000(710) x 220 1100(710) x 220 1360(980)x235 1750 x 310

최저지상고 mm 105 95 117 180

슈폭 mm 180 180 230 300

스윙각도(좌/우) 도 67 / 64 67 / 64 80 / 60 75 / 55

접지압 kg/㎠ 0.28 0.3 0.31 0.34

연료탱크용량 L 16 16 19 52.0

· 제원표

* 상기 제원은 성능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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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bcat.com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
Korea part

본 소개책자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상위 옵션제품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게재된 사진이나 그림의 형상, 성능 및 제원은 제조상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