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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О «КАМАЗ»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II 분기 / 2018 년

«КАМАЗ»

카마즈(KAMAZ)
신뢰성이있고강력한

파트너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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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О «КАМАЗ»

약 200 개의딜러서비스센터



2017 년에러시아시장에차지하는비중 –

45%

1년에 71 000대츼차량

 15 번의다카르
랠리챔피언

다양한모델범위:

40 개이상의모델및
자동차 1500 대완전세트

 "최고의러시아수출
업체"로 14번인정

 2017 년세계무거운트럭생산자
순위에서 16 위

러시아에서트럭생산회사 №1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분기 20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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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중량이8-40 톤카마즈의판매동향 (출하정보에따라)

단위: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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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2018년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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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러시아트럭시장의생산부문에서공개
주식회사 «카마즈»의실제점유율 (14 톤이상)

보드트럭 74,6%

덤프트럭 69,7%

세미트레일러트럭 23,5%

특수장비트럭 64,0%

2017 년에공개주식회사 "카마즈"(KAMAZ) 

러시아연방트럭시장점유율 (14 톤이상)

*- 국내 제조업체 및 CIS 국가들의 제조업체
**-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마즈(MAZ) 6%

우랄(URAL)

4% 기타*

0%

기타외국
자동차**  4%

Б-7  41%

카마즈(KAMAZ)
45%

비공주식 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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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및서비스센터네트워크

공개주식회사 «카마즈»의판매및서비스
네트워크는러시아연방및 CIS의모든지역및
전통적인해외판매시장을포함한다.

*2018 년 1월 1일자로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에서대리점개수

CIS 국가들의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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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О «КАМАЗ»

외국시장에서딜러및서비스센터네트워크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먼해외나라
CIS 국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에콰도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기니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잠비아
르완다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베트남
몽골

아랍에미리트
인도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2018 년 1월 1일자로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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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톤수의트럭 Mitsubishi 
FUSO와의합작회사

무거운톤수의트럭
Daimler와의 합작회사

확장된제품포트폴리오

기어박스 합작회사 «ZF КАМА»(카마)

엔진모터 Cummins
합작회사 «캄민즈카마»(Cummins 
Kama)

브레이크메커니즘
비틀림진동댐퍼
합작회사 «크노프브렌제카마» 

(КНОРР-BREMZE КАМА)

실린더및피스톤 합작회사 «페데랄
모굴나베레즌예첼느»(Federal Mogul 

Naberezhnye Chelny)

부품확장개발

높은수준의현지화

전략적파트너

다이믈레르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http://www.auto-ban.ru/netcat_files/catalogue/porshen-big.jpg
http://www.auto-ban.ru/netcat_files/catalogue/porshen-bi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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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세미트레일러, 버스, 엔진, 예비부품

다양한모델:

향상된성능

 넓은재고품선택

 알맞은가격

마케팅

사업추진및정부기관, 기업고객과의협력관계수립, 고객기반의
존재

특수장비차량의자체
공장및 300 개이상의
특수장비공장과의

협력관계를확립했다.

판매및서비스네트워크

 러시아에서 180 개의
딜러

 해외나라에서 33개의
딜러

 CIS 국가에서 55 개의
딜러

리스회사:

지역별로«리스회사
«카마즈의 102개대리점
딜러

러시아에서의
보상판매:

대수리

재활용

카마즈. 세계시장에서의종합적인접근. 소비자를위한모든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2017년 1월 1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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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종류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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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즈차량세대의변화

자동로봇

2010 2013 2020 2025

세대 К4 

세대 К3
(리스타일링, 

Euro 3)

세대 К5

세대 К6

EU

중국(China)

중국베이징(China 
Beijing)

인도(India)

인도의도시Cities of 
India)

러시아

Bharat III

Bharat IV

China IV

China IV

China V China VI

China V

? CO2 monitoring & declaration ?

Euro VI Euro VII ? 

China VI ? 

China VII ?

Bharat VI?

Bharat VI?

? CO2 limits ?

Euro IV Euro V Euro VI ?

Bharat IV ?

Fuel Consumption

Fuel Consumption

2015 2020 2025

세대 К1

1976 1997

세대 К2
(

DAF의하부구조, Euro 2)

하이브리드및전기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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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카마즈 4 

세대의

카마즈차량들의종류(4 및 5 세대)

세미트레일러
트럭

덤프트럭

보드트럭
트랙터

섀시

무거운톤수의(18-

32 t.)

무거운톤수의(13 t.) 

(22 - 41 т.)

장거리 운행용
(18-26 t.)

무거운톤수의
(16 тt)

(. 41 t이상)

4 х 2

360 --------- 450 л.с.400 --------- 550 л.с. 400 --------- 500 л.с.

300 --------- 400 л.с. 400 --------- 450 л.с.

400 --------- 420 л.с.

250 --------- 450 л.с. 400 --------- 450 л.с. 400 --------- 450 л.с.

4 х 2

4 х 2

6 х 4

4 х 2

6 х 2-2
6 х 4

6 х 4
6 х 6

8 х 4
8 х 8

중간톤수의
(8- 12 t.)

160 --------- 320 л.с.

160 --------- 320 л.с.

4 х 2

4 х 2

6 х 2

6 х 4

6 х 2-2

8 х 4

6 х 2
6 х 4

6 х 4

6 х 6

8 х 8

6 х 4
6 х 6

8 х 4

6 х 4
6 х 6

6 х 4

6х2-2

400 --------- 550 л.с.

6 х 4
6 х 6 

8 х 4
8 х 8

400 --------- 450 л.с.

8 х 8

400 --------- 450 л.с.

8 х 4

6 х 6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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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О «КАМАЗ»ПАО «КАМАЗ»

5

2013
1 모델

2014
+1 모델ь

세미트레일러
트럭카마즈-5490

세미트레일러
트럭카므즈-

65206

2015
+1 모델

보드트럭
트랙터카마즈-

65207

2016
+5 모델

세미트레일러
트럭카마즈-

65806

섀시카마즈-
65208

덤프트럭
카마즈-6520 

륙스

더프트럭
КАМАЗ-65201 

륙스

나무운반용
섀시카마즈-

6580

2017
+모델

덤프트럭
카마즈-6580

덤프트럭
카마즈-
65801

덤프트럭
카마즈-65802

섀시 카마즈
Т1825

세미트레일
러트럭

카마즈-5490 
NEO

2018
+1 모델

세미트레일러트럭
트럭-65209

새로운모델범위의대폭확대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II квартал / 2018 год 13

ПАО «КАМАЗ»공개주식회사 «카마즈»

덤프트럭
적재량 7,5…29 t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8х4

섀시 적재량 5,3…40 t; 차축배열 4х2, 4х4, 6х4, 6х6, 8х4, 8х8, 10х4

자동차카마즈의모델종류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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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О «КАМАЗ»ПАО «KАМАЗ»

세미트레일러트럭,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하중 10,5…24,7 t; 세미트레일러의전체중량 30,5…103,7 t; 

차축배열 4х2, 6х4, 6х6, 8х8

보드트럭 적재량 4…20 t; 차축배열 4х2, 4х4, 6х4, 6х6, 8х8

자동차카마즈의모델종류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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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О «КАМАЗ»ПАО «KАМАЗ»

장거리주행용 자동차 무거운톤수의트럭

5490

65207

6580 – 16 т.

65801 - 16т.

65802 -16т.

세미트레일러트럭4х2

차량의 전체 중량 18 t.

트레일러를끌고다니는) 대형트레일러트럭의

중량 44 t.

제5륜 연결장치에가해지는하중 10,6-11,2 t.

엔진 모터 Mercedes-Benz OM 457 

(401마력.; 428 마력.)

КП ZF16S2220 (16S2221, 12AS2130)

하중용하이포이드기어 11,5 tonn

세미트레일러트럭6х4

차량의 전체 중량 26 t.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의 전체 중량 44 t.

엔진 모터 Mercedes-Benz OM 457 

(401마력.; 428 마력.)

КП ZF16S2221, 12AS2130)

하중용 하이포이드 리어 액슬 탠덤 19 

tonn

보드트랙트레일러, 

섀시 6х4
차량의 전체 중량 26 t.

트레일러를끌고 다니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의 전체 중량 44 t.

엔진 Mercedes-Benz OM 457 (401마력.; 

428 마력.)

КП ZF16S2220

하중용 하이포이드 리어 액슬 탠덤 19 tonn

세미트레일러트럭 6х4

차량의 전체 중량 33,5 t.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의 전체 중량 74,3 t

엔진 Mercedes-Benz OM 457 (428 л.с.)

КП ZF16S2220

하중용 휠 기어가있는 리어 액슬13 tonn

(13+13=26)

덤프트럭 6х6

차량의 전체 중량 41 t

엔진 Cummins ISG (410 л.с.) 

КП ZF16S2220

휠 기어가있는
리어 액슬16 tonn (16+16=32)

하중을받는 프론트 액슬 9 tonn

덤프트럭 8х4

차량의 전체 중량 50 t.

엔진 Cummins ISG (440 마력.)

КП ZF16S2225

하중용 휠 기어가 있는 리어
액슬16 tonn (16+16=32)

하중을받는 프론트 액슬 9 тonn (9+9)

덤프트럭 6х4

차량의 전체 중량 41 t.

엔진 Cummins ISG (410 마력.)

КП ZF16S2220

하중용 휠 기어가있는 리어 액슬 16 tonn

(16+16=32)

하중을받는 프론트 액슬 9 tonn

6520 «륙스» - 13т. 덤프트럭 6х4

차량의 전체 중량 35 t

엔진 КАМАЗ -740.632 (400 미력.) 

КПП ZF 16 S 1820TO 

휠 기어가있는 리어 액슬13 tonn

(13+13=26)

하중을받는 프론트 액슬 9 тonn

덤프트럭 8х4

차량의 전체 중량 44  t.

엔진 카마즈-740.632 (400 마력.)

기어 박스 ZF 16 S 1825TO 

하중용 휠 기어가있는 리어 액슬13 tonn

(13+13=26)

하중을받는 프론트 액슬 9 tonn(9+9)

65806 -13т.

65208
보듵트랙트레일러, 

섀시 6х2-2
차량의 전체 중량 26 t.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의 전체 중량 44 t.

엔진 Mercedes-Benz OM 457 

(401마력.)

КП ZF 12AS2130

리어 리프트 액슬

65206

화물운송트럭

5490 NEO
세미트레일러트럭4х2

차량의 전체 중량 18 t.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의 전체 중량 44 t.

제5륜 연결장치에 가해지는 하중 10,6-

11,05 t.

엔진 모터 Mercedes-Benz OM 457 

(401마력.; 428 마력.)

КП ZF16S2220 (16S2221, 12AS2130)

하중용 하이포이드기어 11,5 tonn

65201 «륙스» - 13т.

신세대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uro-5 엔진이달린자동차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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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О «КАМАЗ»

KAMAZ-6522

KAMAZ-6520

KAMAZ-65115

KAMAZ-65222

• 높은적재량– 19 t;
• 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쉬운 4륜구동(6x6), 높은지상고및타이어외륜;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 높은적재량– 20 t;
• 트럭플랫폼의여러용적– 12 м3, 16 м3, 20 м3;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까지. 

• 높은적재량– 19 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 적재량 – 15 t;
• 트럭플랫폼의여러타입: 리어적재버킷, 측면또는 3 방향하역이있는

박스
• 엔진의용량 300 마력. 

11

덤프트럭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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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022-87 수동변속기

- 높은 Axor 캐빈,1개의침대칸

- 엔진 Daimler OM 457LA  401 마력.

-자덩변속기 ZF12AS2130 리타드브레이크

없이

- 액슬 Daimler HL6 11,5 tonn

-기어비= 3,077

- 제5륜연결장치의높이 = 1150 mm

-높은 Axor 캐빈,1개의침대칸

- 엔진 Daimler OM 457LA  401 마력- 수동

변속기 ZF16S2220 리타드브레이크없이-

액슬 Daimler HL6 11,5 톤- 기어비= 3,077

- 제5륜연결장치의높이 = 1150 mm.

5490-023-87 자동변속기

파마미터 시리즈 5490-99010-S5 현대화된5490 NEO

휠베이스(mm) 3580 3780

앞차축에가해지는최대하중, kg 7100 7550

귀차축에가해지는최대하중, kg 11500 11050

연료탱크 알류미니윰2х400L 알류미니윰 695L. 또는 695л.+400L.

후륜 상부핡받이
세미트레일러와연결할때 윗부분을분해할

필요가있다.
후륜흙받이의윗부분을분해할필요없이

앞현가장치 리프스프링 7,5 tonn
고무부싱이달린리프스프링 9 톤. 강화된
브래킷을사용하여 다른지오메트리의

안정기.

엔진예열기 기본구성 딜러에의해설치가능

현대화된세미트레일러트럭카마즈 -5490 NEO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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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Z-5490 (М1842)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하중– 11,5 t;
• 트레일러를끌고다니는) 대형트레일러트럭의전체중량 44 t;
• 높은엔진용량– 428  마력

KAMAZ-65116 KAMAZ-6460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하중– 15,5 t;
• 트레일러를끌고다니는) 대형트레일러트럭의전체중량 37,85 t;
• 높은엔진용량– 300  마력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하중– 16,5 t;
• 트레일러를끌고다니는) 대형트레일러트럭의전체중량 62 t;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KAMAZ-65206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하중– 16,75 t;
• 트레일러를끌고다니는) 대형트레일러트럭의전체중량 44 t;
• 높은엔진용량– 401  마력

세미트레일러트럭

2 분기/2018년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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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Z-65225 (6x6)

KAMAZ-65226 (6x6) KAMAZ-65221 (6x6)

KAMAZ-44108 (6x6)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허용하중– 22 t;
• 화물과함께운송되는로우베드세미트레일러의 허용총중량– 63 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덕분에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허용하중– 21 t;
• 화물과함께운송되는로우베드세미트레일러의 허용총중량– 63 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덕분에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높은엔진용량– 535  마력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허용하중– 10 t;
• 화물과함께운송되는로우베드세미트레일러의 허용총중량– 22 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및타이어외륜덕분에험한지형에서도

주행하기쉽다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 제5륜연결장치에가해지는허용하중– 17 t;
• 화물과함께운송되는로우베드세미트레일러의 허용총중량– 53 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및타이어외륜덕분에험한지형에서도

주행하기쉽다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특수용도의세미트레일러트럭

2 분기/2018년

공개주식회사 “카마즈’’(KAM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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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Z-4308 KAMAZ-5308 KAMAZ-43253

KAMAZ-63501KAMAZ-43118KAMAZ-65117

• 차축배열 4х2
• 엔진 Cummins 185 마력.
• 전체중량 11900 kg
• 적재량 5730 kg

• 차축배열 4х2
• 엔진 Cummins 마력
• 전에중량 15000 kg
• 적재량 8200 kg

• 차축배열 4х2
• 엔진 Cummins 185 마력
• 전체중량 14590 kg
• 적재량 7820 kg

• 차축배열 8х8
• 엔진 КАМАЗ 360 마력
• 전체중량 26300 kg
• 적재량 14000 kg

• 차축배열 6х6
• 엔진 КАМАЗ 300 마력
• 전체중량 21600 kg
• 적재량 11280 kg

• 차축배열 6х4
• 엔진 Cummins 300 마력
• 전체중량 24000 kg
• 적재량 14500 kg

• 차축배열 4х4
• 엔진 Cummins 185 마력
• 전체중량 14590 kg
• 적재량 7820 kg

KAMAZ-43502

KAMAZ-6360

• 차축배열 6х4
• 엔진카마즈 400 마력
• 전체중량 26500 kg
• 적재량 15600 kg

보드트럭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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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가스생산시설 농업

공사

시영,공영사업

견인업의서비스

상업적배송

자동차도로유지관리

소매업

임업

모든산업분야용카마즈의다양한모델종류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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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믹서

• 혼합드럼의용량 5 – 12m³.;
• 차축배열의섀시 4х2, 6х4, 6х6, 8х4;
• 동력인출장치의 섀시또는독립식엔진에의한혼합장치의드라이브 ; 

• 공급높이 21 - 47 m.;
• 차축배열의섀시 6х4, 8х4;
• 높은생산능력 125-160 m³/h; 

시영,공영사업용기계차량

진공기계차량

• 진공기계는폭발물및가연성물질이
포함되지않은액체폐기물의진공흡입, 운반
및쏟아붓기위한역할을한다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진흙흡입기계차량

• 진흙흡입기계차량은슬러지로부터우물, 
우수및하수도의진공청소및폐기장으로
운반을위한역할을한다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하수구청소기계차량

• 하수구청소기계차량은.우수관들을빗물및
쓰레기로부터청소하는역할을한다.

• 차축배열: 4х2, 6х4.

콘크리관련작업용차량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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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도로유지관리기계
차량

• 겨울에도로기계는도로에서눈을치우고액체형태의
제빙제를부리며여름에도로에물뿌려씻는다..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도로청소차

• 진공식도로청소차는도시의거리, 광장, 공항들의
아스팔트나콘크리트로된도로들을 먼지,모래, 
자갈,나무잎으로부터청소한다.

• 차축배열: 4х2

도로수리용도의기계차량
수리용기계차량

• 포장수리기계는아스팔트콘크리트및역청질혼합물로덮인
도로의수리및유지보수용기계차량이다. (큰구덩제거, 
노면처리작업, 도로의틈새채움).

• 차축배열: 4х2, 6х4

역청살포기

• 역청살포기는고온 (최대 + 200 ° C) 및추운조건하에생산또는
저장장소에서액체역청질물질을운송하고도로및비행장을
건설및수리하는동안균일하게역청재로포장공사를한다.

• 차축배열:4х2, 6х4

자동차도로유지관리기계차량

2 분기/2018년

공개주식회사카마즈



II квартал / 2018 год 24

ПАО «КАМАЗ»

크랭크축크레인및후크가달린 보드트럭
КМУ KAMAZ-43118 (6x6)

• 보드플랫폼의적재량– 10 t;
• 크레인의최대인양능력- 3400 kg;
• 크레인팔의최대작업반경길이 8,1 m;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덕분에험한지형에도운행하기쉽다;
• 높은엔진용량– 300  마력

크랭크축크레인및후크가달린 보드트럭
КМУ KAMAZ-65117 (6x4)

• 보드플랫폼의적재량– 12,2 t;
• 보드플랫폼의길이- 6,7 m;
• 크레인의최대인양능력- 3140 kg;
• 크레인팔의최대작업반경길이 8,1 m; 
• 높은엔진용량– 300  마력

텔레스코픽케이블크레인이장착된트럭 КМУ 

KAMAZ-43118 (6x6)

• 보드플랫폼의적재량– 9 t;
• 크레인의최대인양능력 4050 kg;
• 크레인팔의최대작업반경길이 8,1 m;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덕분에험한지형에도운행하기쉽다;
• 높은엔진용량– 300  마력

텔레스코픽케이블크레인이장착된트럭 КМУ 

KAMAZ-65117 (6x4)

• 보드플랫폼의적재량– 12,6 t;
• 보드플랫폼의길이- 6,7 m;
• 크레인의최대인양능력 4050 kg;
• 크레인팔의최대작업반경길이 10,84 m; 
• 높은엔진용량– 300  마력

카마즈섀시에기반한기계차량
기중기가있는자동차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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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МАZ-5350 (6x6)섀시에기반한트럭버스
네파즈(NEFAZ) - 4208

일반도로용새시에장착된크레인

• 탑승객수용량 30 명;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험한

지형에도윤행하기쉽다;
• 엔진용량– 280  마력

• 탑승객수용량 22 명;
• 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험한지형에도

윤행하기쉽다;
• 엔진용량– 240  마력. 

КАМАZ-4326 (4x4)섀시에장착된트럭버스
네파즈(NEFAZ-42111)

오프로드용섀시에장착된크레인

자동차크레인

• 차축배열 16 - 50 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험한지형에도

윤행하기쉽다;
• 엔진용량– 300  마력

• 차축배열 4х2, 6х4, 8х4, 10х4
• 적재량 16 -70 t;
• 엔진용량–245 - 400 마력

트럭버스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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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제킹유펌프,또한 오일필드장비의수리및예방유지보수용으로
고안되었다.장비의구성품: 가스절단장치, 용접설비, 페인트설비, 윤활그리스를채우는
장치, 오일분배시스템, 크레인조작기, 12 미터높이로사람들을들어올릴수있는이동식
케이블카, 여러도구. 

• 시영사업관련공공시설의관수로,하수도, 오일필드의지상장비, 오일수집지점의공정
파이프라인, 갱구장치구성요소및제킹유장치의수리및예방유지보수용으로
고안되었다.

• 장비의구성품: 가스절단장치, 용접설비, 페인트설비, 액체펌핑장비, 가공처리설비, 
크레인조작기, 여러도구. 

• 각종기술장비, 파이프라인, 엔진, 공장의생산실들의및환기,항공기들의엔진및기내의
난방용으로고안되었다;

• 400 kW짜리열발생기가설치되었다.

КАМАZ-4326 (4x4)섀시에 장착된다용도이동식공기가열차량

크레인이장착된 КАМАZ-43118 (6x6)섀시에 기반한제킹유펌프 АРОК 의유지보수및수리용장치

КАМАZ-43118 (6x6)섀시에 장착된크레인조작기및관수로지상수리기계

유정작업용설비의수리및유지보수를위한기계차량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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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수거차 다용도리프트 쓰레기운반차

• 쓰레기수거차는대형생활폐기물및공사
폐기물을수거하고운반,또한여러살화물및
대형화물운방및하차하기위해고안되었다.

• 차축배열: 4х2

• 다용도리프트 (후크페이로더) 스왑보디관련
작업용으로고안되었다.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8х4
• 움켜잡고적재하는시스템 : 후크식이나

케이블식

• 쓰레기운반차는고체생활폐기물의기계적
적재, 압축, 운송및하역을위해고안되었다..

• 차축배열: 4х2, 6х4
• 적재시스템: 후면이아옆면

Эвакуаторы

• 견인트럭은다른차량의고장, 사고경우, 또한운전자가
일정한교통법규를위반한경우차량들을적재, 하역및
운송을위해고안되었다.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8х4
• 견인트럭종류: 슬라이딩플랫폼, 플랫베드플랫폼, 

크레인조작기방식, 차량절반이적재된방식(화물), 
2층짜리견인트럭

굴착기

• 굴착기는땅파기작업만하는
굴착기이다 .

• 차축배열: 6х6

유개화물차

• 유개화물차들은버전에따라일반또는
부패하기쉬운물건을운송할수있도록
고안되었다.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 유개화물차의종류:일반, 동온, 냉동, 폭발물, 

장갑유개화물차이다.

기타기계차량

시영사업용기계차량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견인트럭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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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МАZ-65224 (6x6)섀시에장착된파이프
트럭 442630 

• 운반되는파이프들의길이는 36 m까지;
• 높은적재량– 36t;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모바일퍼프유닛 ПНУ-2 КАМАZ-43118 (6x6)

사용용도: 
• 수리목적으로송유관을비우는과정에서송유관에오일을펑핑하기위해;
• 옥외땅속저장고에서석유및석유제품을수집하고주요송유관에주입하기위해;
• 주요송유관라인의유압및수압테스트 (재테스트) 준비중에지표수에서물로주요석유

송유관을채우기위해서;
• 주요송유관의임시적으로석유를펑핑하는스테이션으로서작동을위해서.

유정들의일상적인수리공사용기계차량

КАМАZ-43118 (6x6)섀시에장착된유정들의탈밀랍기계차량
АДПМ-12/150

• 기술적인목적으로파라핀을제거하고온수를공급하여유정에석율
가열하여주입하기위 뜨거운기름을가열하고분사하기위해
고안되었다.

КАМАZ-43118 (6x6)섀시에장착된시추공의산처리
기계차량

• 시추공들의바닥공을산성염처리하는과정에서시추공에억제된
산성명운반및액체를분사하기위한기계차량이다.

파이프라인의건설, 수리및유지보수를위한장치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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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МАZ-43118 (6x6)섀시에장착된시멘팅기계차량 УНБ-

160х4

• .시추공들의보링,개발및대술공사과정에서정화및압력하에
시멘트모르타를주입한작업하는당시에액체를분사하기위한
기계차량이다.

• .깊이가 5000m까지의시추공들의지표물리탐사과정에서 내리고
올라가는작업을위한기계차량이다.

• 하이드로매커니컬원치는 신뢰성, 작동및유지보수의용이성에대한
높은요구사항을충족시킨다..

КАМАZ-43118 (6x6)섀시에 장착된 지펴물리탐사용
호이스트리프트트럭 ПКС-5-03

자동차용연료운반,저장및주입서비스트럭, 연료운반트럭

КАМАZ-65224 (6x6)에장착된 УСТ – 54535К КАМАZ-43118 (6x6)섀시에장착된 АТЗ-66062-213

• 운반되는허용연료량 18m ³;
• 200 리터의용량을가진기름 충전장비가 장착되어있다;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

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높은엔진용량– 400  마력

• 운반되는허용연료량 11 m³;
• 최대 10 m³까지의탱크가장착된세미트레일어연결하여사용가능하다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

주행하기쉽다 ;
• 엔진용량– 300  마력

시추공들의정기적인수리공사용기계차량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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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팀이진행하는구조작업,화재진압작업의현장에필요한소방
및기술설비를공급하기위한기계차량이다

• 차축배열 4х2, 4х4, 6х4, 6х6, 8х4
• 계단의올라가는높이 30 - 60 m.

자동계단기계차량
유압모터에의한자동스카이리프트기계차량

• 소방팀이진행하는구조작업,화재진압작업의현장에필요한소방및
기술설비를공급하기위한기계차량이다

• 차축배열 8х4;
• 올라가는높이 50 m.

탱크트럭
공항용소방차

• 공항용소방차는항공기및공항의지상시설들의화재진압및구조
작업을진행하기위한기계차량이다..

• 차축 배열 6х6, 8х8;

• 화재현장에소방팀,화재진압장비및기술장비,수도시설및 압력식
포발생기를공급하기위한기계차량이다.

• 차축배열 4х2, 6х4, 6х6;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소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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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소화자동차

• 분말소화자동차는화재현장에 소방팀,화재진압장비및기술
장비,소화분말을공급하기위한기계차량이다.석유화학,가스,원유
가공공장및시설,또는전기발전소에서 독립적인소방차로
사용된다.

• 주택지역, 및산업시설에서물소화,공기포,기계포로소화하는
과정에서 1 대나몇대의탱크트럭들과의펌핑하는소방차또는펌프
시설로서사용된다.

• 차축배열 4х2, 4х4, 6х4, 6х6

소화펌핑소방차 펌프호스소방차

• .화재현장에소방팀,소하및기술장비,압력물호스들을공급하기
위한기계차량이다. 주택지역과산업시설,공장에서 간선호스
라인들의설치및정화작업, 물소화,공기포,기계포소화작업을위한
기계차량이다.

• 수도관이없는자동펌프,탱크차및이동식메인스트림물노즐,공기포
노즐쪽으로,또한화재현장에소방팀,소화및기술장비공급,주변의
모든소화저수지에서간선으로물및공기포,기계포를공급하기위한
기계차량이다.

분말소화소방차

소방자동차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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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МАZ-43118 (6x6)에장착된조작기있는나무
운반기계차량

• 길이가 6,5 m까지의나무조각운반이가능하다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

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엔진용량 300 까지의 마력. 

КАМАZ-43118 (6x6)섀시에장착된크레인
조작기기있는나무운반기계차량

• 길이가 6m에서 18m까지의전간집재및나무조각들을운반하기위한
기계차량이다.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
주행하기쉽다 ;

• 엔진용량 300까지의 마력

КАМАZ-43118 (6x6)섀시에장착된АГП ISOLI ЗЕО 35.22 

SL 

유압모터에의한자동스카이리프트기계차량

• 인차의높은적재량 – 300 kg;
• 리프팅높이 34,5 m;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

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높은엔진용량– 300 마력

КАМАZ-43502 (4x4)섀시에장착된 АГП ВС-22.06 

• 인차의적재량 – 250 kg;
• 리프틴높이 22m까지;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

주행하기쉽다 ;
• 엔진의용량– 240마력.

나무운반트럭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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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МАZ – 4326 (4x4)에장착된 БКМ BUER LS 1035-005 
• 보드플랫폼의적재량 – 3 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높은엔진용량– 240 마력
• 보링깊이는 7m까지;
• 적재량이 200kg 및리프팅높이는 18 m까지의신속분리의인차로장착되어있다;
• 크레인조작기의적재량 6100 kg까지;

КАМАZ – 43118 (6x6)섀싱[ 장착된 БКМ BUER LS 2656-002 
• 보드플랫폼의적재량 – 8 t
• 4륜구동(6x6) 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높은엔진용량–300 까지의마력
• 보링깊이는 12 m까지;
• 적재량이 200kg 및리프팅높이는 23,3 m까지의신속분리의인차로장착되어있다;
• 크레인조작기의적재량 7500 kg까지;

세미트레일러트럭КАМАZ – 44108 (6x6)에장착된 БКМ BUER LS 2656-006 
• 세미트레일러와같이총중량– 32 t;
• 4륜구동(6x6) 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높은엔진용량–300 까지의마력
• 보링깊이는 12 m까지
• 적재량이 200kg 및리프팅높이는 23,3 m까지의신속분리의인차로장착되어있다;
• 크레인조작기의적재량 7500 kg까지;

보링기계및크레인이장착된차량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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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플랫폼의적재량 – 3t
• 4륜구동(6x6) 및높은지상고,타이어외륜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높은엔진용량– 240 마력
• 보링깊이는 6 m까지;
• 적재량이 200kg 및리프팅높이는 12 m까지의신속분리의인차로장착되어있다;
• 크레인조작기의적재량 4000 kg까지;

• 4륜구동(6x6) 덕분에 험한지형에서도주행하기쉽다 ;
• 높은엔진용량 –300 까지의마력.
• 보링깊이 4,5 m;
• 적재량이 200kg 및리프팅높이는 12,8 m까지의신속분리의인차로장착되어있다;
• 크레인조작기의적재량 4000 kg까지;

실험실, 모바일자동차수리점

• 전기, 라디오방송, 전화전신,또한중계망을서비스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한기계
차량이다.;

• 장착된장비:
• 하역 , 조립작업을위한유압식크레인조작기 ;
• 유압식시추 (시추의직경 360 mm);
• 용접작업을위한독립디젤발전장치АДД-2003У2 ; 
• 12 m 높이의작업을위해서신속분리식 2명짜리인차로장착되어있다.

КАМАZ – 4326 (4x4)섀시에장착된 БКМ-512

КАМАZ – 43118 (6x6)섀시에장착된

АРК-2 с КМУ КАМАZ-43114 (6x6)섀시에장착되어크레인조작기있는자동수리기계차량 APK-2

БКМ-512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БКМ-KDC5600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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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КСР-M КАМАZ-43118 (6x6)

섀시에장착된모바일용접설비

• 용접, 가스절단, 설치, 수리및시공을위한장비포함한다;
• 엔진용량– 300  마력

КАМАZ-43114 (6x6) 섀시에에서의고압전력시험실험실

• 스위치기어및전원전압 10kV 및 35kV이상의케이블라인을전압으로
테스트하는데사용된다;

• 엔진용량– 240  마력

КАМАZ-4326 (4x4)섀시에장착한고압선유지
보수차량 АСВЛ-5

• 작업현장에기술팀및필요장지를운반하기위한
차량이다.;

• 엔진용량– 240  마력

КАМАZ-43114 (6x6)섀시에장착된자동차수리용
기계차량 ПАРМ 

• 자동차,바퀴달린섀시,궤도차량들의현장조건에서정기적인수리및유지
보수용다목적차량;

• 동기발전기, 드릴링머신, 연삭및그라인딩머신, 탁상바이스, 금속작업대, 
가스절단장비, 용접설비, 세척기, 크레인조작기등이포함된다.

실험실, 모바일모터워크샵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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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지역및여름용

• 구성에따라차량들의장비및장치는아래와같다:
• 캐빈의단열재및난방;
• 연료의거친필터와섬세한필터의예열;
• 연료공급시스템의 예열;
• 자동변속기의단열재;
• 캐빈의자동식난방;
• 승객및운전자의의자의예열;
• 전기히팅기능의거울;
• 특수오일및액체적용

추운지역및겨울용

• 구성에따라차량들의장비및장치는아래와같다:
• 에어컨설치;
• 추자적인부식방지처리;
• 히터및예열기가없다.;
• 특수오일및액체적용
• .

좌측통행의나라경우

• 자축통행의나라경우로른쪽핸들의시리즈차량들을고려했다

차량들의성능특성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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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압축 가스 연료의 가격은 디젤 연로에 비해 낮다(압축 가스 연료의 1m³은 디젤 연료1 리터에 해당되고 연료 비용을 3배로
절약할수있다).

2. Euro-4 기준 보다 낫다 (값 비싼 촉매 시스템 및 요소를 필요로하지 않으므로 운영 비용을 추가로 절약 할 수 있다);

3. 저소음은도시 환경과 가장 적합하다.(버스,시영 사업의 기계 차량).

4. 안전성. 압축 천연 가스는 액화 프로판 - 부탄 혼합물 및 가솔린보다 안전하다.

4. 서비스. 가스통 엔진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예비 부품의 끊임 없는 공급을 포함하여 러시아 영토 전역에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해야 한다.

서로다른연료를사용하는차량들의대략적인
비용비율

가스통엔진차량카마즈에대한독특한거래제안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uro-4 디젤연료를사용하는 KAMAZ65115 덤프
트럭과의가격차이에대한비용은 3 개월간

보상된다

Euro-3 디젤연료를사용하는 KAMAZ65115 
덤프트럭과의가격차이에대한비용은

7개월간보상된다

연
료

비
용

,단
위

1
0

0
0

 루
불

가스엔진연료덤프트럭의추가수입은 10 
년동안 7.4 백만루블에이른다.

가스엔진에의한추가수익
디젤엔진덤프트럭의연료비용누계

가스엔진덤프트럭의 연료비용누계

사용기간,  년

디젤 액화
탄화
수소
가스

압축천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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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배송– 분해가능한차체를사용한방향으로운행한거리는 250-300 km

여러교통으로배송비비교

트레일러 있는 견인 차량 및 분해가 가능한
차체 ,컨테이너를 상요한 릴레이 배송의 시스템은
절약적이다 :

–전통적인 운반 보다 2-3배로;

–철도 운송 보다 1,7배로.

화물의 릴레이 배송 기간 및 운전 자본에 대한 파이낸싱이
적다::

–5 раз 철도 운송에 비해 5 배로;

–해상 운송에 비해 7-8배로.

분해가가능한차체-승리자들의 물류운송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자동차는밤낮으로
짧은거리의방향으로
운행하고돌아올때도
화물이실려온다

운반비용이 2 배로
감소된다

차량에대한수요가
3-5배로감소된다

목적지에가는길에
고장및대기시간의
리스크가감소된다.

상품추진의표정
속도는하루 1400km을

넘을것이다

상품의배송속도는
3배,또는그이상

줄어든다.

해상운송

철도운송

자동차운송

섀시의분해가능한차량,디젤
섀시의분해가가능한

차량,압축메탄
섀시의분해가가능한

차량,액화메탄

1km당 1 톤에대한비용,루불

도로혼잡을줄인다
사고를줄인다.
환경을개선한다

재고회전율이 3배,또는
그이상으로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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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ФАЗ-9334 со стойками 
объем 22 куб.м, г/п 21 т.

НЕФАЗ-8332 
объем 11 куб.м, г/п 10 т.

БОРТОВЫЕ ПРИЦЕПЫ И ПОЛУПРИЦЕПЫ

НЕФАЗ-93341-08
объем 91 куб. м, г/п 32 т.

НЕФАЗ-8332-04
объем 14,5 куб. м, г/п  15,5; 15,7 т.

공개주식회사 "카마즈"공개주식회사 "카마즈"

보드트레일어및 세미트레일러

네파즈(NEFAZ)-93341-08
수용능력 91m³,적재량 32t

네파즈(NEFAZ)-832-04

수용능력 14,5m³,적재량15,7t

지주들이있는네파즈(NEFAZ)-9334
수용능력 22m³,적재량 21t

네파즈(NEFAZ)-8332
수용능력 11m³,적재량 10t

2 분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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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ФАЗ-9509-16-30
объем 30 куб.м, г/п 31,4 т.

НЕФАЗ-9509-10-30/31/32
объем 30 куб.м, г/п 33-33,7 т.

НЕФАЗ-9509-10-27
объем 27 куб.м, г/п 22,4 т.

네파즈(NEFAZ)-9509-17-30 단열성는이있고
수용능력은 30 m³, 수용능력 31,4 t

카마즈-6520-6030-73에기반한견인차량
및트레일러 네파즈(NEFAZ)-8560-16-04; 
수용능력 30+16 m³; 적재량 19+18 t.

카마즈-6520-6042-43에기반한견인
차량

및트레일러네파즈(NEFAZ)-8560-013-06; 
수용능력 20+11m³; 적재량 20+16t

САМОСВАЛЬНЫЕ ПРИЦЕПЫ И ПОЛУПРИЦЕПЫ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덤프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

네파즈(NEFAZ)-9509-16-30-08
수용능력 30m³,적재량 31,4t

네파즈(NEFAZ)-9509-10/31/32

수용능력 30m³,적재량 33-33,7t

네파즈(NEFAZ)-9509-10-27

수용능력 27m³,적재량 22,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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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탱크네파즈네파즈(NEFAZ) -8602
수용능력`1 11,2 m³

세미트레일러-탱크네파즈 (NEFAZ)-96896
수용능력 28 m³

세미트레일러-탱크네파즈 (NEFAZ)--96896
수용능력 28 m³

트레일러-탱크네파즈(NEFAZ) -96931-07
수용능력 27-28 m³

용기탱크가장착된트레일러차량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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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차량카마즈(KAMAZ)

전기적트랜스포트버스

대형네파즈(NEFAZ) 5299
소형브라위스(BRAVIS)

3297

연료종류

디젤 압축천연가스

사용용도

시내 교외 도시간 콘코스

바닥레벨에따라

중상버스 60 % 저상.
100 % 저상

버스.

바닥세벨에따라

중상버스

사용용도

시내 교외

전기버스 트롤리버스

대형 6282
100 % 저상.

대형6282-10
100% 저상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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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5 압축천연가스

100% 저상버스 5299-40-57
60% 저상버스 5299-30-57

60% 저상버스 5299-30-56 (카마즈의엔진

탑승객수용량5299-40-57
5299-30-57, 30-56

28+1(장애인110
25+1 (장애인.)/106

엔진(마력)
Weichai WP7NG260E51 (260 마력.)

КАМАЗ 820.91-260 (260 마력.)

자동변속기
ZF 6АР1200B
Voith D854 (5299-30-56용)

승객버스네파즈(NEFAZ) 5299

Euro-5 디젤연료

100% 저상버스 5299-40-52

탑승객수용량 28+1(장애인)/110 

엔진(Euro; 마력) Cummins ISB6.7e5250B (Е-5; 250 л.с.)

자동변속기
VOITH D 854.5Е
ZF 6АР1200B

60% 저상버스 5299-30-52

탑승객수용량 25+1(장애인)/106 또는43+1/94

엔진(Euro; 마력)
Cummins ISB6.7e5250B (Е-5; 250 
마력.)

자동변속기
VOITH D 854.5Е
ZF 6АР1200B

저상버스

탑승객수용량 106 / 25

엔진(Euro; 마력)
Cummins ISB6.7e5250B (Е-5; 250 
마력.)

자동변속기

5299-10-52: 수동변속기 ZF 
6S1200BO
5299-20-52: 자동변속기 VOITH D 
854.5Е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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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및시외승객버스네파즈(NEFAZ) 5299

버스의장비: 파노라마식 프런트 유리, 인체 공학적 의자, 버스내 커튼,

측면 및 천장 벨루어 패널, 크루즈 컨트롤, 종속 프론트 서스펜션,

공기압운전석, 거울의히팅및방향조정.

교외버스 5299-11-56,압축천연가스엔진

승객수용량 89/45

엔진(Euro, 마력) 카마즈 820.91-260 (Е-5, 260 마력.)

기어박스 수동변속기 ZF 6S1310BO

교외버스 5299-11-52 디젤연료

승객수용량 98/45

엔진(Euro, 마력)
Cummins ISBe6.7e5250B (Е-5; 250 
л.с.)

기어박스
수동변속기 ZF 6S1310BO 또는자동
변속기 ZF6AP1200B

시외버스 5299-17-52  (5299-37-52)

승객수용량 71/44

엔진(Euro, 마력)
Cummins ISBe6.7e5250B (Е-5; 
250 л.с.)

기어박스
수동변속기 ZF 6S1310BO
또는자동변속기
ZF6AP1200B

트렁크 3 m³(5 m³.)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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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타일링된승객버스네파즈(NEFAZ) 5299

 현대적인외부및내부디자인
 유리섬유패널로만든새로운차체
 차체형테적합측면유리
 증가된버스폭 - 2550 mm
 증가된가운데문폭 - 1300 mm
 파노라마식바람막이유리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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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КАМАZ-6282

승객수용량, 명수. 24/85

전기엔진 비동기, 주요전기구동 ZF AVE130

배터리타입, 수명기간,사이클
시간

리튬티타네이트(LTO)
20 000

배터리충전시간, 분
초고속충전스테이션: 10

전력망 380 V: 240

남은연료로갈수있는거리가, km 70

전기버스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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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생산 모듈에서 터닝, 밀링, 드릴링, 연삭 작업을 수행 할 수있는 특수 장비에서 다양한
기능의 장비로 전환(머시닝 센터 및 수치 제어 프로그램이 있는 공작 기계)

유연성

인공 초경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절삭유 없이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고속 및 고정밀 가공
생산성

최대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는 제조 공정 셀, 같은 종류의 일부적인 단계 집중화
콤팩트성

에너지 절약 기술,최소 여유 부분이 있는 소재(강편),현대적인 자재( 높은 경화농성의
상철,경제적으로 합급되고 높은 연성,강동,내마모성의 저탄소상에너지및자원효율성

공정 및 생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일부 가공 단계별로 생산 공정 모델링 및 생산 자동화 시스템정보기술

높은기술잠재력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2 분기/2018년



II квартал / 2018 год 48

ПАО «КАМАЗ»ПАО «КАМАЗ»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423827,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나베레즈느예 첼느 도시, 아프토조워드스키 거리, 2 동
전화 +7-800-555-00-99

www.kamaz.ru

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공개주식회사 "카마즈"

승리자들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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