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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NUTRUNNER DA2
적용 토크 범위 최소 130Nm - 최대 4,800Nm



배터리 너트런너의 새로운 지표 DA2 볼팅 작업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The NEW BATTERY NUTRUNNER DA2

플라라드는 이동식 볼팅 장비를 새로운 단계로 재정비합니다. 기존의

혁신적이었던 배터리 너트런너 DA1 의 다음 세대이자 새로운 방향성

을 제시하는 DA2 를 소개합니다. 과감한 설계 변경 및 개발로 좀 더 쉬

운 작업성과 경량화, 소형화를 이루어 낸 제품입니다. 모터와 기어박스

의 자동 잠금 장치로 인해 이제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4,800Nm 까지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단계별로 필요한 출최대 4,800Nm 까지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단계별로 필요한 출

력값만 설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DSS (Diagnostic-Setting Software)

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 특수한 볼팅 작업 상황에 적용이 가능해졌습

니다. 

DA2 의 특·장점

·   손 쉬운 동작

·   작고 가벼워진 바디

·   모터와 기어박스의 자동 잠금 장치

·   작업 후 역회전 끼임 현상 방지

·   2단계 액티브 배터리 잔량 표시기

·   4,800Nm 까지 총 6가지 모델·   4,800Nm 까지 총 6가지 모델

·   철 구조물 작업용 표준 EN1090 인가

·   옵션사항 : 토크 설정 프로그램 DSS (Diagnostic Setting Soft-

    ware) 포함

·   공급 범위 : 본체, 배터리 (2EA), 충전기, LED 작업등, 툴박스



안내 : 볼트 조임 횟수는 일정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한 결과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 환경 및 사용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니다. 상기 얻어진 값은 배터리의 완전 충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기어박스

자동 잠금 장치 1-4 단

기어 설정

단계 설정

브러쉬리스

모터

인체 공학적으로

재개발된 손잡이

볼팅 안전 작업

전용 배터리

배터리 잔량 표시

모델 별 작업 가능 수량 (예시) 

모델

배터리 너트런너 DA2 의 기어박스는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배터리 너트런너 작업 시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제품 개요



인서트 유닛, 인버터, 용접용 링 반력대, 소켓 및 특수 반격대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합니다.

본 브로셔의 수정 및 복사는 반드시 PLARAD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오역 혹은 에러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손해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표준 반력대 Standard reaction arm

옵션사항 | DSS 
DSS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는 특수 토크의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작업 수량 파악 등을

통해 제품의 사후 관리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지금 바로 제품 시연을 받아보세요!

Diagnostic Setting Software

추가 액세서리 Wide range of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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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코리아는 다릅니다!
한새코리아는 PLARAD 의 국내 유일의 파트너십 기업으로서 국내에 보다 보편화된

브랜드 정착과 함께 각 현장에 맞춰진 최적의 장비와 합리적인 견적을 통해 

사용자의 산업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뛰어난 제품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가 더욱 편리하고 간소화되길 희망합니다. 

한새코리아는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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