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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형 베일러(옥수수)

MR-820, MR-1000 

▶ 세단형 롤 베일러라면 사일로와 비교하여 월등한 작업능률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  세단형 옥수수롤베일러 MR-820, MR-1000으로 꿈의 옥수수사일리지를 생산합니다. 
ㆍ옥수수 싸일리지를 고품질 그대로 유지합니다 

ㆍ롤은 고밀도로 압축, 성형되므로 양질의 유산 발효가 됩니다 

ㆍ롤 단위의 관리가 가능하여 급이시에도 필요량만 개봉하므로 편안하며 손실도 없게 됩니다 

ㆍ고밀도 베일이므로 랩핑한 필름에 핀 구멍이 있어도 손실은 매우 적습니다

형식명 MR-820 (가변형) MR-1000

기체크기
(길이×높이×폭)

이동시 5000×2200×1900 6460×2340×1910

작업시 5000×2600×1900 6460×2340×1910

작업방식 이동식 이동식

무게(kg) 1997 2700

적재용량(㎥) 2.5 3

적용마력(kw/PS) 22.1~73.6(30~100) 25.7~73.6(35~100)

베일사이즈(cm) Ø85~Ø90×85 Ø100×85

베일무게(kg) 310~400 450~550

작업능률(개/시간) 25 30

절단길이 10mm전후의 세단 사료 작물

로부터 성형된 세단형 롤베일의 밀도는 

높이 6m의 타운사일로의 최하부의 밀도

와 같아짐으로써 재료중의 잔존산소량이 

적고 염기성이 높은 유산발효를 촉진하여 

타 잡균과 낙산의 발생을 억제하여, 사일

리지의 발효 품질을 안정화 합니다.

Ø85~90㎝
(MR-820)

Ø100㎝
(MR-1000)

Ø85㎝

콘하베스터와 동시작업 가능 로더의 버켓으로 베일러에 투입하는 
정치작업가능

MR-1000

자동급유장치여분의 네트보관 거치대슬라이드방식으로 손쉬운 네트교환



세단형 원형베일랩핑 복합기(옥수수)

MW 1020, MW 1020H 

▶ 사일리지 품질이 탁월하고,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  롤베일 성형부터 랩핑까지 연속작업이 가능한 고능률 시스템!!

형식명 MW1020 MW1020H

기능 롤베일 곤포 + 랩핑 복합작업

베일성형
타이트 체인 사이즈 EKC2060H-X특 타이트 체인 사이즈 ＃120

내면 재질 SS400P T3.2 내면 재질 SS400P T3.2 + 마모강(T4)

베일치수 Φ100ⅹ85

베일중량 400~500

작업방식 정치작업

기체크기
(길이×높이×폭)

이동시 8500ⅹ2450ⅹ2750

작업시 8500 x 3530 x 2750

기제중량 3890

호퍼용량(㎥) 3.0

타이어규격 11.5/80-15 8PR

적용트랙터(Kw (PS)) 25.7~73.6 (35~100)

장착방식 트랙터 부착형 정치식 (프레임 고정)

곤포방식 체인바방식

결속방식 넷트

넷트사이즈 폭103 또는 123cmⅹ2000m

랩사이즈 폭50cmⅹ1500m

작업능률(개/시간) 30

주요사양

ㆍ고밀도 성형을 함으로써, 랩필름에 작은 구멍이 생기

    더라도 곰팡이가 발생되거나, 증식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여 사일리지의 보존성을 향상시킨다.

ㆍ베일의 해체는 랩필름과 넷트를 일반커터로 손쉽게 

    절단 하믄로 급이작업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옥수수 원형베일랩 복합기는 롤성형부터 랩
핑까지 전자동으로 연속 작업 가능한 고능률 
복합기입니다. MW1020H  프레임에 고정된 정치식 작업



칼날연마기 내장

-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연마

우수한 품질의 수확기

별모양의 절단기

- 깨끗한 절단면
편리한 탈부착

기어박스

- 변속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음

   (다양한쵸핑)

옥수수수확기  

LCH1 

▶  1조식의 옥수수 수확기! 

 다양하고 정밀한 쵸핑을 경험하십시오! 
ㆍ칼날연마기 내장되어 있어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연마한다 

ㆍ기어변속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절단이 가능하다 

ㆍ타기종에 비해 예취부의 탈부착이 편리하다 

ㆍ특수열처리된 별모양의 절단날이 절단을 깨끗하게 해준다 

ㆍ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전검정 적합 제품

2 mm 6 mm 10 mm 13 mm 17 mm 26 mm

▶ 다양한 사이즈의 고정밀 쵸핑 (절단)

옥수수수확기  

JF 1600 AT

굴절식 프레임

지형의 불균형에 트랙터 및 본기 보호

1,60 m 작업폭

탁월한 작업효율

알갱이를 깨뜨리는 "C" 칼
날 옥수수 알갱이를 깨뜨리는 기술은 입자 

크기를 고르게하고 트랙터의 적은동력

이 소요

360°곡통 회전

- 모든방향으로 수확작물 적재 가능

수확부와 절단부가 하나의 구조

-   모든방향으로 수확작물 적재 

가능

전면 드럼 속도 조절

-   다양한 작업속도와 

절단시스템이 완변

하게 호환

2 개의 바퀴

-   트래턱 유압의 

부하 방지

체인과 벨트가 없는 변속장치

-   변속은 기어박스와 조인트

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보다 

높은 작업효율과 적은 유지

보수를 실현

유압을 통한 수확높이 조정

-     사료의 종류에 따른 완벽하

고 빠른 조정

모델 JF1600 AT
Kemper 
C-1200

작업효율 
(톤/시간)

최대 50톤 -

작업폭 160cm 125cm

트랙터 PTO
540 / 1000 

rpm 혼용
1000 rpm

작물 절단크기
24가지 

(2mm~36mm)
-

로터 수 1 1

로터칼날 수 12 12

집초드럼의 수 4 2

적용마력 (HP) 84 ~ 140 70

길이 x 폭 
x 높이 (cm)

248 x 386 
x 465

280 x 176 
x 395

중량 (kg) 1740 1100

모델 LCH1

길이 x 폭 x 높이 (cm) 242 x 240 x 369

중량 (kg) 600

작업줄 1 조

작업효율 (톤/시간) 최대 25톤

적용마력 (HP) 50

▶   트랙터 전면, 후면, 측면 작업을 통해 모든방향
에서 수확이 가능!

   ·  1.6m 의 넓은 작업폭

   ·  간단한 조작을 통해 540rpm / 1000rpm 모두 작업가능

   ·  24가지의 작물 절단크기 조정 가능

   · 작물높이가 큰 수확이 어려운 작물까지 손쉬운 작업



▶  LCH2-T 특장점
   ·  뛰어난 안정성으로 전복사고나 각종 위험으로 부터 안전합니다.

   ·  국내 콤바인 차대로 제작하여 캐빈내 운전석에서 편리하게 운전 

 및 작업 조작이 가능합니다.

   ·  광폭 궤도바퀴가 장착되어있어 연약포장 및 습전에서도 진흙 빠 

 짐이 잘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저비용으로 고부가가치 조사료를 생산합니다

주요사양

  

안정성이 뛰어난 가동전륜 (이퀄라이져)

주행성능이 우수한 배형구조의 궤도바퀴 

형   식 LCH2-T

작업폭 (cm) 125

길이 X 폭 X 높이(cm,L-W-H) 706 X 197 X 341

엔진 (hp) 84.5

연료탱크용량 (ℓ) 65

궤도바퀴폭 X 접지길이 (cm) 50 X 150

기체중량 (kg) 3530

변속방식 HST

주행속도 (m/s) 0-2.57

수확부 보조타이어 14L-16.1 10PR

포장방식 톤백

톤백 받침대 사료작물 수확부 슈트 편리한 운송

▶ 고능률, 경제성이 탁월한 자주식 사료작물수확기

▶ 옥수수 파종열에 구애 받지 않고 작업

▶ 옥수수, 총체벼, 호밀 수단 등 다양한 작물 작업

톤백작업 완료시 운전석에서 유

선리모콘으로 톤백하차 작업이 

가능합니다.

드럼방식 수확기로 옥수수, 수단, 

총체벼 등 다양한 조사료 수확이 

가능합니다.

배출구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유

압방식 슈트입니다.

슈트와 작물저장호피는 이송시

에 접혀지므로 트럭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료작물을 수확하여 고품질 조사료를 제조하는 자주식 사료작물 수확기

자주식수확기      LCH2-T

※ 하베스터의 장착은 공급자의 기술검증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파종기

SP540 2 조, 4 조

ㆍ트랙터 삼점링크 부착형

ㆍ진공식파종 기구에 의해 옥수수종자를 1점식 일정간격으로 고속파종이 가능함.

ㆍ종자의 입형이나 크기에 영양을 받지 않고 공기압에 따라 파종양을 일정하게 하여 파종작업의 정밀도를 올립니다.

ㆍ파종과 동시에 시비를 행할수 있으며 시비량은 구동 스프롯켓 교환으로 20단계로 조절이 가능 

형식명 SP540  2조 SP540  4조

적응마력 35HP 이상 50HP 이상

종자용량(kg) 40 80

시비탱크용량(kg) 150 300

주행속도 8km/h 8km/h

주간거리(cm) 3~32 8~32

조간거리(cm) 30~100 30~100

주요사양

ㆍ목초, 곡물, 포도, 콩 등의 손쉬운 줄파종

ㆍ견고한 모노블록 구조의 프레임

ㆍ씨앗잔량표시계, 발판

ㆍ각종 씨앗의 크기에 관계없이 확실한 파종을 보장하는 2중 톱니형 씨앗분배롤러

형식명 NINA250 NINA300

종자함 용량 410ℓ 510ℓ

최대줄수 21줄 25줄

줄 간 격 12cm 12cm

무    게 570kg 690kg

적용마력 60hp 70hp

목초파종기

NINA250, NINA300

주요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