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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KIN 품질의 비밀
 최초1968 농업 서비스 시작

• 50년간 함께한 가족회사.
• 제품을 보안할 수있는 사양을 갖춘 광범위한 기계.
• 고객의 폭넓은 선택을 위한 완벽한 옵션 .
• 최첨단 개발 부서의 쉽고 숙련 된 디자인.
• 컴퓨터 프로그램에의한 통합시스템 구성 요소로 생산
• 최고의 품질 / 가격 비율로 고객의 요구에 최적의 솔루
션을 제안하는 사전 판매 서비스.
• 효율적인 애프터 서비스
(개별화 된 부품 서적, 많은 예비 부품 재고 등).
• 대부분의 기계에 대한 "Win Pack"솔루션.

왼쪽으로부터: Marie-José and Victor Joskin,
Vinciane, Didier and Murielle Jo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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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고객및 계약자 여러분,
컴퓨터 덕분에 관리와 생산, 자동화 수준은 매우 현대
적인 회사로 이끌수 있어던것은 여러분 모두의 도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IT는 생산, 관리, 높은 품질에 전략적 방향을
위한 초석입니다.
요즘은 다른 부서 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물류 최적
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IT발달로 인해 단순관리로
부품 입고에서부터 고객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
집니다.
15 년 넘게 예비 부품을 확보하고, 개별화 된 파트북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계 조립에 사용되는 모
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1968

제공되는 파트북은 귀하의 JOSKIN 기계에 긴 수명을 제
공하면서 유지 보수 작업 / 수리를 위해 필요한 예비 부
품을 실수없이 신속하게 찾을 수있게 해주 며 궁극적로
기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립 키트입니다 .
JOSKIN은 유럽 전역에 걸쳐 수많은 기계가 전세계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JOSKIN은 신뢰성과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생산할 수있는 능력에 대
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1970
각각의 특정 사례로, 우리는 또한 대형 시리즈로 생산되
는 기계를 공통적으로 제안 할 수 있으므로 생산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조 방법에서 자동화 로봇 (용접
로봇, 자동 접이식 기계 등)의 생산설비의 증가로 일관
성있는 생산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고객이 원하는 생산과 신뢰성있는 JOSKIN
제품을 다양한 시리즈로 생산할 수있게하는 것입니다.
거의 50 년간 당신의 완전한 믿음으로저희를 신뢰 해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
Victor, Marie-José, Vinciane, Didier and Murielle Jo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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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현장
 현대적 생산방법은 고객의 서비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Soumagne - 벨기에
Spaw Tech - 벨기에
Trzcianka - 폴란드
Bourges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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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현장
 농업은 진화하고 있다! 더 앞서 진화하는 joskIn!
SOUMAGNE 벨기에 본사 및 공장

벨기에 SPAW TECH

폴란드 POLSKA

프랑스 BOU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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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MAGNE - 65,000 m²
벨기에 Soumagne의 생산현장은 중요한 생산 단위, 중앙 기술 연
구소, 예비 부품의 중앙 물류창고 및 서유럽 및 대규모 수출국의
사전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부서, 그룹의 신경 센터입니다. . 최근
에는 생산 현장을 20,000 m2가 추가되었습니다.

SPAW TECH - 6,500 m²
2007 년에는 Soumagne에서 12km 떨어진 Andrimont에 용접
작업을 전문으로하는 소규모 생산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주로 탱크, TORNADO3 muck spreaders, DRAKKAR 및 트레일
러 트레일러 본체의 용접이 이 생산공장으로 이전되었습니
다.

POLSKA - 59,000 m²
1999 년에 벨기에의 용접기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JOSKIN은 전문
인력을 찾고 무역 대리점을 동쪽으로 확장 시켰습니다.
오늘날, 폴란드 생산현장 (Trzcianka)은 완벽한 생산 센터가되었습
니다. 이 공장은 주로 다른 JOSKIN 생산 설비의 아연 도금 부품 및
하위 부품을 생산하지만 슬러리 탱커, 드롭 사이드가있는 트레일
러 및 주로 동유럽 용 퇴비살포기를 제조 및 조립합니다.
이 생산 현장자체의 초 현대식 아연 도금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BOURGES - 18,000 m²
JOSKIN은 2002 년 여름 Bourges (18 - Cher) Subdray에 위치한 공장
을 개설했습니다.
JOSKIN은 유럽의 가장 큰 농업 국가 중 하나 인 중앙 위치와 전략적
인 의사 소통의 중심지를 찾고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농업용 덤프 트레일러의 주요 유럽 시장이기도합
니다. 그러므로 JOSKIN Bourges가 모노 코크 팁 트레일러와 폭 넓
은 몸체를가진 퇴비살포기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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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장기 비젼
 미래 JOSKIN 브랜드을 위한 확실한 투자!
농민과 계약자에게 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진화
하면서, 다방면의 팀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에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 설계사, 엔지니어 및 특히 현장 노동자, 지
원 소프트웨어 및 그 중에서도 우리는 3 차원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응력 영역 계산을위한 수학적 통계 및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위한 몇 가지 모델을 포함하여 기능을 통
합하고 절대로 제품에 부적합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검색 팀이 많은 상호 작용을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는 물론 귀하의 필요에 맞는 솔
루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0

JUMBO filling arm
left/right

 오늘날 자동화 및 전산화는 최적의 생산 표준
성을 유일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JOSKIN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각 부서를 정확하게 관리하
기 위해 고급 SAP 컴퓨터 지원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생산 및 원가 관리, 제품의 생산적 투자 및 정보 배포와 관련
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JOSKIN Roll-Over© BOGIE TABLE

각 그룹의 부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생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 일관된 조직 및 관련
회계 정보의 실시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덕분에 우리는 고객에게보다 효율적인 자
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JOSKIN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습니다.

Chassis with JOSKIN
Hydro-Tridem suspension

TORNADO spreader body

JOSKIN은 전문직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학생들을위한 교육
센터 덕분에 회사의 감독 교육을 통해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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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KIN 소재 선택 및 공장 설비
 신뢰성은 고품질 재료와 현대적인 공장과 설비에서 시작된다.

T

JOSKIN이 선택한 철강의 종류는 고 인성 강 (HLE)이라
고합니다.
냉간 성형, 접힘, 용접 특성 등과 같은 우수한 기능적

특성을 보장하는 탄소 및 합금 원소의 함량이 낮다는 특징
이 있습니다.

이 스틸 타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높은 인장 한도로 좋은 피로 거동과 낮은 무게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또한 용접성, 저탄소 함량 및 우수한 작업 성을 결합합니다.

JOSKIN이 선택한 강철 유형은 가벼움, 열 팽대감 및 궁극적
중요한 응력을 결합하여 더 낮은 중량으로 모든 유형의 무
거운 작업에 필요한 견고성을 갖춘 최종 제품을 제공합니다.
JOSKIN은 Trans-KTP 덤프 트레일러의 경우 무거운 작업에
적합한 사양 (인장 한계 및 극한 스트레스)이 있는 HARDOX®
강철을 선택했습니다.
강철을 잘 선택하고,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낮은 무게로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적재 능력을 보장
하기위한 JOSKIN의 선행 과제입니다.

이 제품의 사양은 프레스 브레이크 및 자동화 된 라인에서
쉽게 접을수 있게 해줍니다.

높은 인장 한계 및 극한 응력
JOSKIN이 사용하는 강철 종류와
전통적인 강철과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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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steel

Tensile limit
(kg/mm²)

Ultimate stress
(kg/mm²)

S235 or St 37-2 (traditional steel)

23.5

40

S355 or St 52-3 (traditional steel)

35.5

48

S420 (JOSKIN high-tensile steel)

42

55

S550 (JOSKIN high-tensile steel)

55

61

S690 (JOSKIN high-tensile steel)

69

75

HARDOX 400

100

125

HARDOX 450 (KTP HARDOX)

120

140

Tensile limit (kg/mm²)

 성공의 열쇠, 특히 품질에 대한 열쇠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아주 일찍 JOSKIN은 디지탈 프레스 절곡기를 설치했으며
폴딩 공정의 이점을 활용할 수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절삭 및 용접 작업의 대부분을 피
할 수 있습니다.
JOSKIN 그룹 전체에 12 개의 프레스 절곡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컨트롤을 통해 사람의 개입을 피할 수 있으므로 운
영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강철 덤프 트레일러를 설계 할 수 있습
니다 : 교차 용접없이 두 개의 고유 한 강판을 기반으로하는
Trans-KTP (건설용 트레일러).
HLE 스틸 유형 및 디지털 제어 기능을 갖춘 접이식은 최종
제품의 정밀성, 생산성, 수익성 및 품질을 보장합니다.

Trans-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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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선택!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joskIn 의 마스터 프로세서!

S

JOSKIN은 슬러리 탱커의 판매가 시작된 이래 하도급을
선호하는 일부 제조업체와 달리 공장에서 탱크를 제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OSKIN은 1984 년 이래로 표준화 된 생산 결과로 34,000 대
이상의 탱크를 생산했습니다.

JOSKIN은이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최대한 많은 것을 활용할 수있는 장비를 갖
추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특수성은 벤딩 머신의 디지털 제어를 기반으로하
며 슬러리 탱크가 조립 라인에서 생산과 조립이 한번에 이
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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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세스는 제조과정이 매우 까다로 우며 많은 정밀도
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용접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해 탱크
단면과 브래킷이 자동화 된 로봇에 의해 용접되는 이유입니
다.
나머지 부품은 탱크의 정밀성과 균일 성을 보장하는 단단한
용접 공정에서 숙련된 기술자에 용접되지만 매우 우수한 견
고성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JOSKIN은 탱크 제조와는 독립적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있는
품질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재료의 생산을
완전히 마스터 링하였습니다.
JOSKIN은 전체 제조 공정을 마스터하고 고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일정 수의 구성 요소를 제조하고 있습
니다.
이 분야의 좋은 예는 JOSKIN 러닝 기어입니다.
이 러닝 기어는 차축이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자마자 기술
자가 완벽하게 조립합니다.
JOSKIN은 살포기의 파쇄기를 제조합니다.
유압 파이프는 JOSKIN의 공장에서 벤딩됩니다.
이 몇 가지 예는 JOSKIN의 노하우와 공장에서 제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며 가능한 한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합니
다.

Euroliner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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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선택!
 첨단 절단 기술

J

JOSKIN은 1987 년에 강철판 용 레이저 절삭 공구를 장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OSKIN 제작의 강점 중 하나입니
다.

오늘날 JOSKIN 그룹은 9 개의 레이저 커팅 테이블과 2 개의
3D "레이저 튜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최대 25mm 두께의 많은 재료를 정확하고 명확하
며 신속하게 절단합니다.

부품은 경제적인 이유로 Soumagne의 현장에서 조립됩니다.
JOSKIN이 필요로하는 고품질의 철재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유럽 압연 공장은 실제로 Soumagne에서 반경 250km 이내에
있습니다.
생산되는 지역에서 강철을자를 경우 종종 멀리 떨어져있는
쓸데없는 노동력과 스크렙이 발생하고 더 많은 운송으로
생산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없이 이루어지며 작은
영역에도 열에의해 영향을 받는 변형을 방지합니다.

One of the two Laser Tube cutting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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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 단계에 이르
는 고정밀 공구.
레이저 커팅 기술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날카로운 각과 가장자리의 표면처리 (안전과 디자인);
- 많은 용접작업의 억제 (재료 변형이 적고 특히 중량이 적음)
- 강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날카로운면을 줄이고 생산을 최
적화하기위한 부품 배치 보조 프로그램.
JOSKIN은 두 개의 "레이저 튜브"를 구입하여 레이저 컷팅 기
술을 한 단계 더 발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구 덕분에 절삭이 더욱 정확 해지고 강판 사용이
더욱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두 기계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됩
니다.
이 기술로 인해 매우 높은 정밀도가 보장되므로 정밀한
조립은 물론 표준화 된 생산이 가능합니다.
Spread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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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선택!
 품질 / 가격 비율을 마스터하기위한 최적의 생산 관리

I

JOSKIN은 정확한 생산 재고와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프
로파일 링 스틸 섹션과 기계 조립에 필요한 부품 재고를
자동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인도 되자마자 스틸 섹션과 시트는 7,560 m³의 자동
회전 장치에 보관됩니다.
이 대형 창고에는 길이가 13 미터 인 392 개의 구획이 있습니
다.
그들 각각은 6 톤의 재료를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총 저장 용량은 2,352 톤입니다.
평균적으로 110km의 재료가 회전식 컨베이어에 저장되어
있으며,이 자동 컨베이어는 2 개의 자동화 된 3D "레이저 튜
브"에 직접 공급합니다.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경우, Soumagne의 공장에 7대의 자동
회전식 컨베이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부품을 보관하고 매우 훌륭한 생산 관리를 보
장 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간과 공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
다.
신뢰할 수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관리, 다음
으로, 수요에 대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자동화는 다른 운영자의 안전에도 기여합니다.
어셈블리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모든 부품을 실제로 확보되
어 더 쉽게 작업을 하고 실수를 줄일수 있다

Laser-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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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생산, 재고관리
덕분에 신속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SAP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관리로 최적의 재고 관리 덕분에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조립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는 회전식 캐러셀이 제공하는 대용량
저장 관리장치로 정확성을 높여 실수로 인한 위험을 줄이
면서 즉시 생산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techniques at our customers' service

끊임없이 최고의 생산량을 찾고 있지만, 에너지의 경제적
인 사용을 위해 JOSKIN은 2011 년 태양 전지 패널을 설치했
습니다.
이 4,278 개의 패널은 Soumagne 및 SPAW TECH의 공장 지붕
에 설치되었습니다. 덕분에 JOSKIN은 내구성있는 에너지 생
산 범위에 속합니다.

More than 4,000 solar panels provide our factories with electricity

Trans-KTP tipping 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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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선택!
 올드 모델의 예비 부품 서비스 보장생산 시스템

F

JOSKIN은 생산을 완전히 통제하고 품질을 높이기위해 하
청업체의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파일 링 된 컴포넌트 세트, 프로토 타입,시리즈

(또는 매우 큰 시리즈!)는 공장에서 가공 제도됩니다.

우리 공장에서 80 % 이상의 부품이 제조되므로 신뢰할만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JOSKIN의 기계 부품 생산
능력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JOSKIN은 초정밀 성과 높은 유연성을 겸비한 보다 현
대적인 가공 공구를 점차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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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KIN 소재의 구성 요소를 자체 제작하면서 수년 내에 사용
할 수있는 예비 부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사
용할 수있는 기술적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JOSKIN 그룹의 계획과 지그를 보관하는 것이 중
요한 이유이며 고객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JOSKIN은 기계에 많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JOSKIN은 생산 과
정에서 가장 작은 실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JOSKIN은 수십 년 동안 자료의 가치를 유지하
기 위해 저장 되어 있습니다.

머시닝 센터, 밀링 머신 등은 모두 부품의 불필요한 조작없
이 복잡한 형상을 매우 정밀하게 가공 할 수있는 디지털 제
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액세서리가 설치된 공구 매거진 장치
가 장착됩니다.
가공 헤드의 공구 교환 장치는 부품 좌표에 따라 프로그래
밍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가능한 가장 높은 정확도와 높은품질
로 가동됩니다.
이기능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ost components are manufactured on site in an automated way.

JOSKIN은 자사의 머시닝 센터 덕분에 기계 구성품 (램, 밸브,
유압 박스, 구멍, ...)의 제조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Hydro-tandem / hydro-tridem
suspension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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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있는 선택!
 자동화의 결과로 표준화 된 제품, 고 품질 제공

S

JOSKIN의 기계 설비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찾고 최신 세
대의 평평한 용접 로봇과 다양한 기계가 포함됩니다.

제품은 절곡기, 레이저, 머시닝 센터를 결합하여 JOSKIN 자
동화 기계로 완성됩니다.

수평 조절기는 완벽하게 평평한 부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실제로 절곡이 더 우수한 품질을 가지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내부 응력을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용접시 열에 의한 변형이 적고 접이식이 더 규
칙적이며 각도 허용 오차가 감소됩니다.
용접 로봇은 매우 높은 용접 정확도에 도달하기 위해 컴퓨
터에 의해 제어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부품의 정
밀성과 균일 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조립 부품의 완벽한
일관성과 품질을 제공합니다.

강판은 45 t의 수평 조절 기계에 의해 스트레스를받지 않아

The welding robot ensures the manufacturing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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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정밀도는 고품질의 기초이며 고객의 완벽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입니다.
용접 로봇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지그, 프로그래밍 및 정
밀 부품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듯이 세부 사항의 섬세함은 이 분야에
서 핵심 단어입니다.
가능한 한 더 높은 정밀도를 위해, 예를 들어 몸을 기울이
기위한 용접 로봇 공정이 최근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JOSKIN 생산 공정전체의 정밀도는 길이 8m, 높이 1.50m의
자동 로봇용접이 완벽한 예입니다.

Trans-SPACE tipping 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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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보호된 선택!
 고객의 필요에 맞는 강력하고 내구성있는 제품 보증!

H

JOSKIN의 완벽한 시스템은 내부와 외부의 용융
아연 도금입니다.
우리의 첫번째 선택은 공격적인 물질 (슬러리, 무가당,

화학 비료 등)로 인한부식에 대한 강철 보호하고 환경을 존중
하면서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JOSKIN은 생산 라인의 마지막 조립 라인의 근처에 자체 아연
도금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완벽한 이 제품은 최고의 표준을 준수하고 최적의
표면 처리를 보장합니다.
JOSKIN 그룹은 재료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형 모델
(Trans-EX, 잔디 깎기 등) 및 큰 차량용으로 4 가지 코팅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Soumagne, Trzcianka , Bourges에 모두 동일한 공정.

450 °C galvanizing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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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적의 보호를 보장
하는 방법과 기술.

표면 처리는 매우 조심 스럽습니다.
우선, 숏 - 블라스팅 (강철 볼 2,500kg / 분당)으로 세척하
고, 에스테르 에폭시 프라이머로 코팅하여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마무리 도장을합니다.
페인트도 60 ° C에서 건조됩니다.
부품 간의 부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품을 조립하기 전
에 별도로 페인트 처리합니다.
이 방법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품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인할 수없는 가치를 부여하며 부품을 조립
하기 전에 더러워 지거나 변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체 표면 처리 결과는 계절을 통해 변형 될 수있는 기계의
내구성이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보호합니다.

Tornado3 muck sp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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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비료 살포기
 joskIn 마스터하고 모든 작물에 적합한 살포기!

EN

076-16-EN
Ref. : 2098760

액상 비료 살포기

075-16-EN
Ref. : 2098760

자세히 설명된
제품 카달록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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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kIn: 세계 최고의 액상비료 살포기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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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비료 살포기 범위
 가장 간단한 슬러리 탱커에서 가장 기술적 인 슬러리 탱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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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INA2

MODULO2

KOMFORT 2

COBRA

DELTA2

VOLUMETRA

TETRAX2

QUADRA

X-TREM

EUROLINER

Q-BIGLINER

TETRALINER

•

COBRA

•

••
•

•

•
••

•

EUROLINER

••

•• ••
••• •••

•

•

••

••

••

••

••

••

••

••

••

32.000

30.000

28.000

•••

•••

•••

••

••

••

••

••
•••

••• •••

•••

•••

••• •••
••• ••• •••

Q-BIGLINER

•••

TETRALINER

VACU-CARGO

26.000

25.500

24.500

24.000

23.500

23.000

22.500

21.000

••

•

QUADRA

X-TREM

20.000

••

18.000

••

16.500

••

•

16.000

••

•

TETRAX2

15.000

••

••

14.500

••

••

VOLUMETRA

KOMFORT2

•

•
••

14.000

•
••

13.000

•

12.500

•
••

12.000

•

10.700

•

10.500

•

10.000

•

9.000

•

•

8.400

•

8.000

•

•

로 사용자에게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며
애프터 서비스의 후속 작업을 위해 심지어 수년 후에도 완벽
한 일관성있는 제품과 부품을 제공합니다.

11.000

DELTA2

•

7.100

MODULO2

7.000

ALPINA2

6.000

5.000

4.000

Designation

3.250

Models

2.500

JOSKIN 액상 비료살포기의 범위는 80 가지 이상의 기본 유형
으로 제공되며 1,200 가지 이상의 옵션과 수만 가지 부품 조
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일련번호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제조되므

••
•••

•••

•• ••
••• ••• •••
••• •••

•••

••• •••
••• •••

• 단일 축 •• 이중 축 ••• 삼중 축 - NB : 옵션 장비에 따라 용량은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거나 큰 바퀴의 경우 움푹 들어간 곳, 채우기 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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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젝터
 최적의 슬러리 적용을 위해 개발 된 많은 솔루션!
JOSKIN arable과 meadow injectors에는 6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작업 폭은 3.01 m에서 8.25 m까지 다양하며 작업 유형에 따라 작고 넓은 표면에
슬러리를 뿌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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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ACTION

SOLODISC

TERRASOC

TERRAFLEX/3

TERRAFLEX/2

TERRADISC

MULTI-ACTION
Models

Working width

21.5 cm tine spacing

SOLODISC
Models

Working
width

Distance 21.5 cm

3010/14MA

3.01 m

4300/20MAH

4.30 m

3010/14SD

3.01 m

5160/24MAH

5.16 m

4300/20SDH

4.30 m

6020/28MAH

6.02 m

5160/24SDH

5.16 m

6880/32MAH

6.88 m

6020/28SDH

6.02 m

7740/36MAH

7.74 m

6880/32SDH

6.88 m

7740/36SDH

7.74 m

TERRASOC
Models

Distance 18.75 cm

Working width

40 cm tine spacing
2800/7S

2.80 m

3600/9SH

3.60 m

4400/11SH

4.40 m

5200/13SH

5.20 m

TERRAFLEX/2
Models

Working width

30 cm tine spacing

XXL 6750/36SDH2

6.75 m

XXL 7500/40SDH2

7.50 m

XXL 8250/44SDH2

8.25 m

 당신의 가축 비료를 이상적으로 사용하세요.!
인젝터는 두 그룹으로 분류.:
• Meadow 인젝터:
여기에는 디스크가있는 인젝터 (SOLODISC)가 포함되어
있어 초원에 매우 정밀하게 퍼뜨리는 데 이상적이며 가
볍고, 모듈성과 용이성을 겸비하고 유지 관리가 거의 필
요없는 스키드 (MULTI-ACTION)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rable 인젝터:
강력한 타인 (TERRASOC), 굴곡 형 타인 (TERRAFLEX2 및
TERRAFLEX3) 및 디스크 (TERRADISC)가있는 인젝터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MULTI-ACTION

TERRAFLEX/3
Models

Working
width

40 cm tine spacing
4400/11SHK/3

4.40 m

2700/9SK/2

2.70 m

5200/13SHK/3

5.20 m

3900/13SHK/2

3.90 m

6000/15SHK/3

6.00 m

4500/15SHK/2

4.50 m

5100/17SHK/2

5.10 m

5100/17SHK/3

5.10 m

XXL 5700/19SHK/2

5.70 m

5700/19SHK/3

5.70 m

XXL 6300/21SHK/2

6.30 m

30 cm tine spacing

TERRAFLEX/2

37.5 cm tine spacing
XXL 5625/15SHK/2

5.62 m

XXL 6375/17SHK/2

6.37 m

XXL 7125/19SHK/2

7.12 m

40 cm tine spacing

TERRADISC
Models

Working
width

Distance 12.5 cm

2.80 m

4000/32TDH

4m

4400/11SHK/2

4.40 m

5000/40TDH

5m

5200/13SHK/2

5.20 m

6000/48TDH

6m

2800/7S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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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기 붐
 최적의 슬러리 살포를위해 개발 된 많은 솔루션
JOSKIN은 적절한 순간에 정확하고 균등하게 퍼지는 슬러리
가 진정한 비료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알고 있
습니다.
그것이 바로 JOSKIN이 오늘날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살포되
는 JOSKIN의 제품구성과 범위를를 제안하고있는 이유입
니다. 60 가지 이상의 모델과 5가지 인젝터 구성과 4가지 붐
에서 살포될 수 있습니다. 기술 진보 덕분에, 이러한 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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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 슬러리를 정확하게 분배 할 수있게 해줍니다.
이 공정은 특허받은 JOSKIN SCALPER © macerator가 지원하
여 슬러리에 존재하는 모든 이물질을 절단하여 호스에 완벽
하게 공급합니다.

TWINJET

MULTITWIST

PENDITWIST

PENDISLIDE

TWINJET
Models

MULTITWIST RM

Working width
(m)

15/2RT

15

18/2RT

18

21/2RT

21

24/2RT

24

27/2RT

27

30/2RT

30

Models
12/8RM

12

15/10RM

15

MULTITWIST XXL
15/10RMX

15

18/12RMX

18

18/12RMXD

18

21/14RMXD

21

24/16RMXD

24

27/18RM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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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TWIST
Models

Working width
(m)

Working width
(m)

PENDISLIDE
Models

Working width
(m)

90/RP1

9

90/PS1

9

120/RP2

12

120/PS2

12

135/RP2

13.5

135/PS2

13.5

150/RP2

15

150/PS2

15

160/RP2

16

180/RP2

18

 당신의 가축 비료를 이상적으로 사용하세요.!
붐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Multi-nozzle booms:
JOSKIN TWINJET boom은 전통적으로 스윙scatterer 가
끝나는 두 개의 튜브가있는 시스템을 통해 살포됩니다
JOSKIN MULTITWIST booms "umbrel-la-like"제트 시스템
으로 지면과 가까운 넓은 너비 (12 - 27m)에서 작동합니
다.
• Line spreading booms:
농경학적인 관점에서 JOSKIN PENDITWIST와 VOGELSANG
booms는 흥미 롭습니다. 초목의 성장을 늦추지 않고 슬
러리를 잔존시키지 않고 식물의 발에 슬러리를 쌓을 수
있습니다 (풀과 옥수수 사일리지).
JOSKIN PENDISLIDE는 라인 확장 붐의 마지막 모델로 성장
작물에 슬러리를 더욱 정확하고 수익성있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스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의 손실이
현저하게 줄어 듭니다.

MULTITWIST XXL

VOGELSANG
Models

Working width
(m)
21

SwingMax3

24
27
30

Note: consult us for lengths of 33 and 3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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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살포기
 모든 트랙터 파워 및 농업 요구 사항에 적합한 4가지 범위의 스프레더

Ref. : 2098760073-17

-EN

자세히 설명된
제품 카달록드

EN

MUCK SPREAD

ER RANGE

om
www.joskin.c

"SPREADING

IN THE WIDE SEN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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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살포기 범위
 새 스프레더를 트랙터 및 필요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JOSKIN은 모든 농부 또는 계약자가 새롭고 수준 높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5 가지 종류의 머독 스프레더를 두 그
룹으로 나누어 제안합니다. 낮은 무게 중심과 (SIROKO and
TORNADO) 폭 넓은 몸체(Ferti-CAP and Ferti-SPACE). 이 제

마지막으로 JOSKIN은 자체 파쇄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며, 공
장에서 설치된 전자 보드에서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만들어
집니다.

품은 아연도금과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SIROKO

FERTI-CAP
36

TORNADO3

FERTI-SPACE2

TORNADO3 HORIZON

FERTI-SPACE2 HORIZON

SIROKO
Manure volume
before door (m³)
7.70
8.41
10.56
11.78
12.98

Models
S4008/8V
S4010/9V
S5010/11V
S5013/12V
S5513/13V

Payload
in field (t)
8
9
11
12
13

Manure volume
before door (m³)
10.8
11.9
14.4
16
15.9
17.5
19
19
20.6
23.9

T5011/11V
T5511/12V
T5513/14V(H*)
T5516/16V
T6013/16V(H*)
T6016/17V
T6516/19V
T6516/19BV
T7016/21BV
T7018/24BV

• Spreaders with lowered body:
SIROKO는 트랙터가 최대사용 130 HP의 힘이 필요합니
다.
TORNADO는 매우 높은 능율과 최소 마력의 트랙터에 사
용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0 HP)
• Spreaders with wide body:

TORNADO3
Models

 분뇨의 정확하고 넓은 살포!

Payload
in field (t)
11
12
13
14
15
15
16
18
20
21

Ferti-CAP 및 Ferti-SPACE 스프레더는 JOSKIN 전통 농업 덤
프 트레일러의 개발품입니다.
이제품은 넓은 몸체를 가지고 분리식 살포 덕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Ferti-CAP은 트랙터가 최소 .130 HP의 힘을 가져야 합니
다.
Ferti-SPACE는 높은 출력 (최소 120 HP)과 집약적 인 작업
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스프레더는 바디의 넓은 폭으로 정확하게 작동 할 수
있는 수평 적 비터로 되어 있습니다.

FERTI-CAP
Models
FC4008/9U
FC5008/10U
FC5508/12U
FC 5508/12BU

Manure volume
before door (m³)

Payload
in field (t)

9.01
10.54
12.29
12.29

8
10
12
12

수평적 비터 Ferti-SPACE2

FERTI-SPACE2 / FERTI-SPACE2 HORIZON
Models
FS5511/15BU(H*)
FS6011/17BU(H*)
FS6511/18BU(H*)
FS7011/20BU(H*)
FS7011/25BU(H*)
FS7011/20TRU(H*)
FS7014/25TRU(H*)
(H*) Also available in HORIZON version.

Manure volume
before door (m³)
15.46
16.87
18.24
19.62
25.20
19.62
25.75

Payload
in field (t)
14
16
18
20
22
20
26
37

수확 및 운송
 모든 국가 및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광범위한 운송 수단

자세히 설명된
제품 카달로그

Monocoque 농업 - 트레일러
건설 트레일러

-EN
Ref. : 2098760074-16

농업덤프 트레일러와 측면 덤프

EN

TRANSPORT

RANGE

사일리지 트레일러 - 다목적 트레일러 (DRAKKAR)
화물 시스템
베일 트레일러 및 저상 적재
www.joskin.com

LOA
TRANSPORT PAY
NOT STEE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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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덤프 트레일러,
사이드 덤프
 모든 상황에 적합한 덤프 트레일러
드롭면이있는 바디는 3면으로 기울어져 사용 가능한
높이가 제한되어있는 곳에서도 하역이 가능합니다.
Thanks to their modularity, they offer

최근 JOSKIN은 저밀도 (사일리지, 우드 칩, 나무 껍질 등)의
물질을 운송하기 위해 사일리지를 덤핑 트레일러 안쪽에
넣을 것을 제안 해 왔습니다.

제품의 모듈화 덕분에 모든 유형의 운송을 다양화 할 수 있
는 작업을 할 수 습니다.
낙하면은 50, 60 , 80cm (기본적 80 + 60 또는 80 + 80)로 제공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볼륨을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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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EX

DELTA-CAP

TETRA-CAP

TETRA-SPACE

TRANS-EX
Basic
Models
3t
4t
5t
7t
9t

Body volume
(m³)
1.9
2.29
2.63
3.31
4.5

Technically
permissible payload (t)
3
4
5
7
9

DELTA-CAP
4020/8SR100

8.20

7

4525/11SR100

10.89

8

5025/12SR100

12.10

10

5025/15SR120

14.52

10

5025/12BR100

12.10

10

5025/15BR120

14.52

10

5525/13BR100

13.31

12

5525/16BR120

15.97

12

6025/15BR100

14.52

14

6025/17BR120

17.42

14

5025/17DR140

16.94

14

5025/19DR160

19.36

14

TETRA-CAP
4020/8R100

8.20

6

4525/11R100

10.89

8

5025/12R100

12.10

10

5025/15R120

14.52

10

5525/13R100

13.31

12

5525/16R120

15.97

12

6025/15R100

14.52

14

6025/17R120
5025/17DR140
5025/19DR160

17.42
16.94
19.34

14
14
14

 모든 조건에서 쉽고 안전하게 덤핑!
JOSKIN Trans-EX는 모든 경공업 및 임업 작업을 위해 또는 공
원, 정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저렴한 소형 범용
덤프 트레일러입니다.
Trans-EX의 3면 모두를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적재 플랫폼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덤프할 수 있는 Delta-CAP 운송 덤프트레일러의
새로운 범위는 Trans-CAP 및 Tetra-CAP 모델의 이상적인 조
합 구성품 입니다.
이 디자인은 프레임과 Roll-Over © bogie가있는 JOSKIN 기계
에서 이미 입증 된 구조와 측면 덤프가있는 모듈형 몸체를
기본으로합니다.
Tetra-CAP 제품군에는 2 개의 별도 런닝 기어 (앞면에 회전
판에 하나의 단일 축이 있고 뒤쪽에 하나의 전통적 축이 있
음)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의 8 가지 덤프 트레일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운반되는 하중이 차량의 하중 분배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아 트랙터의 균일 한 주행으로 제품에 영향을주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JOSKIN 제품의 주요 범위에 추가 된 Tetra-SPACE 제품
군은 Tetra-CAP의 장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지만 후방 주행
장치는 두 개의 차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옆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기울어 진이 트레일러는 최
대 25 m³의 큰 물량을 담을 수 있습니다.
Tetra-CAP

TETRA-SPACE
7525/22TR120

21

18

7525/25TR140

25

18

7525/28TR160

28

24

7525/31TR180

31

24

41

모노코크
농업 덤프 트레일러
 농번기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두가지 범위

JOSKIN Trans-CAP 및 Trans-SPACE 농업용 덤프 트레일러는

이 새로운 제조 개념으로 인해 농업용 트레일러의 빈 중량

인장 강도가 너무 높아 인장재가 덜 중요 해지는 고강도 강

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따라서 강도와 신뢰성을 유지하면

으로 완전히 제작 된 차세대 모노 코크 덤 프트레일러를 구

서 더 높은 탑재량을 운송 할 수 있습니다.

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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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AXLE TRANS-CAP

DOUBLE-AXLE TRANS-CAP

DOUBLE-AXLE TRANS-SPACE

TRIPLE-AXLE TRANS-SPACE

 강철이 운송하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TRANS-CAP
DIN
volume (m³)

Technically
permissible payload (t)

4500/10C100

10.2

10

5000/11C100

11.2

12

5000/14C125

14.1

12

5000/11BC100

11.2

12

5000/14BC125

14.1

12

5500/12BC100

12.3

14

5500/15BC125

15.5

14

5500/18BC150

18.5

14

6000/13BC100

13.3

16

6000/17BC125

16.8

16

6000/20BC150

20.1

16

6500/18BC125

18.1

18

6500/22BC150

21.9

18

Models

TRANS-SPACE

JOSKIN이 표준 강철과 같은 무게로 3 ~ 5 배 더 유연하고 40
% 더 강하기 때문에 JOSKIN이 초기에 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JOSKIN은 고객에게 "강철이 아닌 더 많은
운송 할 수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Trans-CAP는 또한 완전히 아연 도금 처리가되어있어 "산
성"제품을 운반하기위한 이상적인 코팅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JOSKIN Trans-SPACE 범위에는 테이퍼 바디가있는 모노 코크
팁 트레일러의 10 가지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고강도 강으로 제조되며 대용량 (18 ~ 27m³)과
측면 높이 1.25 또는 1.50m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강은 Trans-SPACE에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하지만 특
히 빈 중량을 줄이기위한 것입니다.

Trans-CAP

DIN
volume (m³)

Technically
permissible payload (t)

6500/18BC125

18.1

18

6500/22BC150

21.9

18

7000/19BC125

19.4

20

7000/23BC150

23.5

20

7500/21BC125

20.7

22

7500/25BC150

25.1

22

7500/21TRC125

20.7

24

7500/25TRC150

25.1

24

8000/22TRC125

22.7

26

8000/27TRC150

27.4

26

Models

13 개의 모델을 포함하는 Trans-CAP 범위는 예를 들어 특수
고무 실로 밀봉 된 뒷문과 같이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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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덤프 트레일러

2-16-EN
Réf. : 209876007

자세히 설명된
제품 카달로그

EN

HEAVY DUTY

 가장 어려운 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

www.joskin.com

SUITED FOR THE

Trans-KTP 범위는 JOSKIN이 현장 작업의 특정 영역에
서 획득한 능력 덕분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HARDOX® 강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실제
로 최종 인장 응력은 전통적인 강철 유형보다 3 배 더 높기
때문에 Trans-KTP는 모든 종류의 무겁고,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에 필요한 견고한 제품 입니다.

44

HARDEST WOR

KS!

이렇게 제품의 진화로 인해 섀시 및 구동 장치의 작동 용량
은 안정성, 클리어런스, 그립 및 유동성이 작업능력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사용자에 의해 용기의 크기가 결정 됩니다.
KTP 제품군에는 13 개의 차축이있는 514m³ 의 7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TRANS-KTP 9/45

TRANS-KTP 22/50

RANGE

TRANS-KTP 27/65 TRM

 다양한 종류의 무거운 작업을위해 강력하고
가벼운 덤프 트레일러.

TRANS-KTP
DIN
volume (m³)

Technically
permissible payload (t)

9/45

5.1

9

11/45

5.1

11

15/45

7.6

15

17/50

8.6

17

22/50

10.9

22

27/55

11.9

27

27/65 TRM

13.9

27

Models

JOSKIN Trans-KTP 건설 트레일러의 몸체는HARDOX 강으
로 만들어졌으며 작업특성상 완전히 변형 된후에 초기 모
양이 복원되므로 매우 흥미로운 인장 특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전통적인 강철과 비교했을 때, 인장 한도는 실제로 4 ~ 5 배
높습니다. 또한, 전신은 어떤 조각으로 연결되어 용접하지
않고 두 개의 독특한 강판으로 만들어 집니다.
HARDOX로 만들어 졌으므로 다르게 설계 되었습니다.
몸체의 모양과 기하학적 모양이 완전히 수정되어 강재가
최소의 변형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측면 보강 포스트 및 신체 아래의 크로스 피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강 된 상부 스트립은 측벽의 저항을 증가시키고,
선택 사양 인 높이 연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 모양의 몸체 덕분에 트레일러 내용물은 자유롭게
낙하 할 수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속성 제조로 몸의 가장자리를 부
드럽게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연속 절곡이 기술핵심.
Trans-K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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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리지 트레일러
다목적 트레일러
 덤프, 노 푸쉬, 오직 운송용!


SILO-SPACE: 검증된 신뢰성!
1995 년부터 JOSKIN에서 구입할 수있는 SiloSPACE 제품군은 최대 47.5m3의 다양한 용량
으로 부드러운 하역을 위해 테이퍼 바디로 제
작 된 사일리지 트레일러 입니다

이 기계는 JOSKIN 주행 장치가 지원하는 견고한베이스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와 필드에서 더 안정적으로 적응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는 38.1~47.5 m³의 4 가지 모델이 구성되었습니다.

Sil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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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O-SPACE
SILO-SPACE
Models
Silo-SPACE 20/40
Silo-SPACE 22/45
Silo-SPACE 24/45
Silo-SPACE 26/50

DIN
volume (m³)

Technically
permissible load (t)

38.1
42.8
42.8
47.5

20
22
24
26

 DRAKKAR: 모바일 벽 덕분에 최적화 및 규칙적
으로 하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JOSKIN은 더 크고 더 효율적인 기계를 발명하고 제안함
으로써 고객들과 계약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2011 년에 DRAKKAR을 카탈로그에 추가함으로써 정확히 증
명 된 것입니다.
DRAKKAR
DRAKKAR
Models
6600/23D150
6600/27D180
7600/27D150
7600/33D180
8600/31D150
8600/37D180
8600/31T150
8600/37T180
9600/35T150
9600/41T180

Technically
DIN volume
(m³)
permissible load (t)
DOUBLE AXLE
23
18
27
18
27
22
33
22
31
22
37
22
TRIPLE AXLE
31
28
37
28
35
28
41
28

이 기계는 23 ~ 41 m³ 크기의 10 가지 이중 또는 삼중 모델을
갖추고있어 사일리지, 곡물, 펄프, 사탕무, 감자, 포장등 다
양한 문제를 운송 할 수있는 다목적 트레일러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움직이는 벽이있는 특허받은 언 로딩 시
스템은 덤프없는 차량의 안정성이 뛰어나 빠르고 안전한
하역 (7m 몸체의 경우 약 40 초!)을 보장합니다.
낮은 무게를 제공하는 합성 벽 덕분에 최대 크기를 갖습니
다. 유효 탑재량. 또한 JOSKIN 러닝 기어가 장착되어 모든 종
류의 땅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DRAK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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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시스템
 단일새시로 다양한 작업 가능성!

CARGO TSM
(double axle)

VACU-CARGO

FERTI-CARGO

DRAKKAR-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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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TRM
(triple axle)

TRANS-CARGO

SILO-CARGO

Models

Vacu-CARGO

CARGO
CARGO
CARGO
TSM 6.6 m TRM 6.6 m TRM 7.5 m
Double axle

Triple axle

Triple axle

16,000
18,000
20,000

16,000
18,000
20,000
22,500
24,000

21,000
23,500
26,000

20/40

20/40

24/45

7600/27
7600/33

7600/27
7600/33

8600/31
8600/37

Trans-CARGO

7000/19
7000/23
7500/21
7500/25

7500/21
7500/25

8000/22
8000/27

Ferti-CARGO
Ferti-CARGO HORIZON

6011/17

6011/17

7011/20
7014/25

Silo-CARGO
Drakkar-CARGO

 1 년 내내 높은 수익성을 위한 모듈식 개념!
 사업자용
이 개념은 안전운전 특성 또는 사용 편리성에 대한 타협이
없는 운송업자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공급할수 있는 모듈
형 제품입니다. 필요한 구성품을 장착할 경우 연중 지속
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은 큰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있어 유연성
과 안전성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농부와 계약자가 더욱 더
계절의 작업 리듬에 직면하고 자격이 있고 경험 많은 운전
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화물 시스템이 최적입니다.
DRAKKAR-CARGO

Vacu-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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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트레일러 및 저상 적재
 쉽고 다기능 운송 트레일러
JOSKIN 베일트레일러에서 저상적재 (low loaders)까지 다양
한 범위의 제품을 제안합니다. 허용 하중은 모델에 따라 8
톤에서 20 톤까지 다양합니다.
WAGO"라는 이름으로 4 가지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 WAGO-LOADER : 로딩 경사로가있는 다기능 이중 또는
삼중 축 로더.
• WAGO-CARRIER : 유압으로 인해 바닥이 낮아지는 저상적재.

• Trailed WAGO : 턴테이블이있는 이중 또는 삼중 축 베일
트레일러.
• 세미 장착형 WAGO : 고정식 드로우 바를 갖춘 싱글 또는
더블 액슬 베일 트레일러.

TRAILED WAGO

TRAILED WAGO

SEMI-MOUNTED WAGO

WAGO-LOADER

WAGO-CARRIER
50

 모든 운송 수단의 안전과 편안함!

Floor dimensions (m)
Models

Length

Width

Technically
permissible
payload (t)

S EM
I-M
OU N TED WAGO 트레일러는 7 ~ 12 톤의 기술적으
로 허용되는 탑재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WAGO (trailed)
TR8000D08
TR8000D13
TR8000D15
TR10000D15
TR10000T15
TR10000T20
TR12000T15
TR12000T20

1 front axle / 1 rear axle
8
2.40
8
2.40
8
2.40
10
2.40
1 front axle / 2 rear axles
10
2.40
10
2.40
12
2.40
12
2.40

8
13
15
15
15
20
15
20

WAGO (semi-mounted)
ST6000S07
ST8000S08

6
8

ST8000D08
ST8000D12
ST10000D12

8
8
10

One rear axle
2.40
2.40
Two rear axles
2.40
2.40
2.40

7
8
8
12
12

WAGO-LOADER

LTR10000T15
LTR12000T20

Semi-mounted
8
2.40
8
2.40
10
2.40
Trailed with 1 rear axle
8
2.40
Trailed with 2 rear axles
10
2.40
12
2.40

CST5000S05
CST6000S05

1 front axle / 1 rear axle
5
2.40
6
2.40

LST8000D08
LST8000D12
LST10000D12
LTR8000D13

TRAILED WAGO은 모델에 따라 앞면에 턴테이블에있는 단
일 액슬과 뒤쪽에 싱글 또는 더블 액슬 (탠덤 서스펜션이
기본 임)과 같은 두 개의 별도 러닝 기어를 결합합니다.

8
12
12

고정 드로우 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모델에 따라 하나의
고정된 차축 또는 텐덤 서스펜션이있는 두 개의 리어액슬
(표준)이 장착됩니다.
이두종류의 베일트레일러(트레일 및 반 장착)는 1,0 0 0 mm
높이의 둥근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옵션으로 사용할
수있는 80 0 mm 연장의 옵션) 둥근 베일의 운반에 완벽하
게 적합한 둥근 사다리가 표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청시 완전히 제거 가능한 180 0 mm 직선 사다리는 표준
둥근 사다리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WAGO-LOADER는 다기능 트레일러입니다.이 시스템은 유
압 상하강으로 2개의 적재 경사로 인해 베일뿐만 아니라
기계를 운반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더 쉽게 적재하기 위해 바닥 (나무 또는 바둑판으
로 만든)의 뒷면이 약 1도 기울어 져 있습니다.
1m 및 2 개의 스탠드가 기계의 후면에 있습니다.
WAGO-CARRIER는 전체 바닥을 전후방에서 유압식으로
낮출 수 있으면서 기계와 공구를 운반 할 수 있습니다.

WAGO-LOADER

13
15
20

WAGO-CARRIER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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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및초지 관리범위
 joskIn의 운송, 살포 및 목초지 관리 범위를 가진 축산 농가의 서비스

가축 트레일러
워터 바우저스

-EN
Ref. : 2098760071-16

자세히 설명된
제품 카달로그

EN

LIVESTOCK AND

GRASS CARE

RANGE

초원 통풍구
목초 토퍼 - 파쇄기

www.joskin.com

SUITED
A WIDE RANGE
K FARMER
S OF LIVESTOC

TO YOUR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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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트레일러
 가축운송을위한 최적의 설게!
JOSKIN Betimax R 및 RDS 가축 트레일러는 소를 안전하
게 수송해야하는 차량입니다.
이제품은 가축 키우는농부와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풍부한 경혐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JOSKIN 가축 트레일러 범위의 6 가지 모델은 소와 가축의 운
송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하며 강력하고 안락한 트레일러로 가축들의 스트
레스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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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IMAX R

BETIMAX R

BETIMAX RDS

BETIMAX RDS

 JOSKIN 가축 트레일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BETIMAX RDS

가축을 운반 할 수 있습니다!

Body dimensions (m)
Models
RDS 5000
RDS 6000

Length

Width

Height

5m

2.23 m

2.10 m

6m

2.23 m

2.10 m

RDS 7500/2

7.5 m

2.23 m

2.10 m

RDS 9000/2

9m

2.23 m

2.10 m

JOSKIN 브랜드가 2001 년에 제안한 RDS 가축 트레일러는 독
창적 인 기대 시스템 덕분에 즉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동물을 적재하거나 내릴 때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JOSKIN 소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합
니다.
예를 들면 케리어의 안락하고 부드러운 미끄럼 방지 수지
바닥 (또는 체크 무늬 플레이트) 덮게, 액슬 서스펜션 등으
로 된 고강도 강재 구조체 인상 등이 있습니다.
RDS 가축 트레일러의 대부분 구성품 (차체,섀시 포함)은
표준 아연 도금 처리되어 있고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
JOSKIN 가축 트레일러의 종류는 RTI와 동일한 프로파일로
설계된 BETIMAX R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페인트 칠 된 모노코크 바디와 고정 된 드로우 바를 사용하
여 RDS와 구별 할 수 있습니다.

BETIMAX R

결과적으로, JOSKIN은 튼튼하고 편안하지만 가벼운고 저렴
한 가격으로 가축 트레일러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Body dimensions (m)
Models

Length

Width

Height

R5000S

5m

2.23 m

2.10 m

R6000S

6m

2.23 m

2.10 m

BETIMA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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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바우저스
 귀하의 가축 식수 운송!
JOSKIN 회사는 슬러리 탱커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바
탕으로 풀 아연 도금 (탱크, 크래들 및 드로우 바)과 같
은 워터바우저스 제조에 높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3,600 리터의 용량에서 탱크는 보강재가 장착되어 있으며
운송 중에 물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 플레이트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탱크는 크래들과 드로우 바와 같이 4mm 두께의 스틸
(AQUATRANS XL의 경우 5mm)로 제작되어 완전히 아연 도금
처리됩니다. 그런 다음 섀시를 형성하는 크래들에 전체 너
비와 길이로 용접됩니다.

STATIC BOWSER

MOBILE B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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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TRANS XL

Capacity
(l)

Tank length (mm)

Tank Ø
(mm)

 당신이 요구하는 가축의 워터바우저스!

STATIC AQUATRANS
1,100
2,100
3,600
4,300
5,100

1,560
2,790
3,100
3,930
4,350

1,000
1,000
1,250
1,250
1,250

MOBILE AQUATRANS

JOSKIN은 물의 움직임에따라 AQUATRANS XL의 세 가지 유
형의 워터 bowser를 제안합니다.
옵션으로 여러 가지 유형따라 장착 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에 따라 모델은 1,100 ~ 5,100 l의 용량을 가질 수 있
으며, 보호 된 레벨 게이지, 직경 450 mm의 맨홀, 6 "후면 플
랜지 및 2"1/2 볼 밸브를 기본 장착 되었습니다.

1,100

1,560

1,000

2,100

2,790

1,000

3,600

3,100

1,250

70mm 핸드 잭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계식 또는 유압식 브
레이크를 장착 할 수 있습니다.

4,300

3,930

1,250

AQUATRANS XL은 6,050 ~ 7,300 l의 용량이 있습니다.

5,100

4,350

1,250

AQUATRANS XL
6,050

6,230

1,400

7,300

6,277

1,500

슬러리 탱거와 같은 디자인 덕분에 더 중요한 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액슬은 강화 된 자체지지 구조에 볼트로 고정됩니다.

AQUATRANS

Level gauge

Drinking trough for one animal

Side drinking trough
with constant level

Drinking trough with consta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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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지에는 AERATORS - SCARIFLEX


당신의 초원에 최적 인

joskIn

하이테크 장치

JOSKIN은 목초 관리장비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이
범위는 사용자가 널리 알고있는 오랜 경험으로부터얻
어진진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초원을위한 농기계의 자
연스런 확장된 제품입니다.
JOSKIN은 농부들이 농장 비료의 잠재적 인 비료를 적절히 활
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관리로 최대 생산을
위해 목초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JOSKIN이 마스터 한 완벽한 아연 도금 기술은 초원 적용되어
더 높은 저항과 더 긴 수명을 제공합니다.
SCARIFLEX는 배설물을 퍼 뜨리는 harrow, 제초기 harrow 및
통풍기 사이의 최선의 집약 기술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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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60m의 작업 폭에서 3, 5 ~ 6 열의 유연한 테인
(Ø 8mm)으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형이므로 3 가지 모델을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장착 할 수 있습니다.
R5S3은 2 열의 스크래퍼와 3 개의 유연한 테인, R6S5는 1 열
의 스크래퍼와 5 개의 유연한 테인, R6S6는 6 열 R6D2S3은 평
행 스크레이퍼 2 열, 공유 2 행, 플렉시블 타인 3 행으로 구성
됩니다.
새로운 SCARIFLEX MAX R6D2S3은 필요에 따라 곡식과 재생
기를 결합한 다용도 솔루션입니다.

SCARIFLEX R6S5

SCARIFLEX R5S3 WITH SEEDER

SCARIFLEX R6S6

SCARIFLEX MAX R6D2S3

 SCARIFLEX : 목초지 유지를위한 모듈 식 및 수정

HIGH-TECH AERATOR
Specifications

Working width
(m)

SCARIFLEX
R5S3

Levelling scrapers (60 cm) on semi-flexible
leaves, spreading paddles (10 cm) on very
flexible leaves, flexible tines, scrapers on
spring tines at the front (option)

4.80 / 6.00
7.20 / 8.40
9.60

SCARIFLEX
R6S5

Levelling scrapers (60 cm) on semiflexible leaves, flexible tines, scrapers on
spring tines at the front (option)

4.80 / 6.00
7.20 / 8.40
9.60

SCARIFLEX
R6S6

6 rows of flexible tines

4.80 / 6.00
7.20 / 8.40
9.60

SCARIFLEX
MAX R6D2S3

Levelling scrapers (60 cm) on semiflexible leaves, scarifying shares, flexible
tines, scrapers on spring tines at the front
(option)

6.00 / 7.20

Models

가능한 기계.
다른 LOW는 매우 정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 입니다.
평평하게하게 긁는 도구의 줄은 흙, 풀 뿐만 아니라
molehills를 흐트리게 하는것을 목표로합니다.
LOW는 살포된 분뇨, 쌓여진 글라스, 불규칙한 바닥을 긁어
평평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들은 스크래퍼 열과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지만보다 융통
성있게 작업합니다.
그런 다음, 2 줄 또는 3 줄의 타인 / 긁어 모으는 갈퀴가 원활
하게 작동하여 식물을 적절히 재생하고 균열을 없애기 위
해 공기를 제거하고 긁어 낸다.
그들은 모든 에어 레이터에 표준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각
각의 공기압이 동일하도록 접지 압력을 조절할 수있는 장
치가 장착 된 특수함이 있습니다.
다른 유량을 가진 유통 업체가 공급하는 (로터 또는 공압
식) 파종기를 옵션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작업 폭이 넓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SCARIFLEX
는 초원 유지 보수 작업에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유연한 지느러미 (R6S6)의 6 개 줄이있는 버전은 재배중인
작물에 대한 증발 및 증발을 제한하기 위해 재배되거나 자
란 잡초와 표면 껍질을 파괴 할 수있는 잡초 하 행입니다.
SCARIFLEX는 이송 잠금 장치가있는 유압식 램 2 개로 접힙
니다.

Rotoseeder

Pneumatic seeder

SCARIFLEX meadow aerator

SCARIFLEX R6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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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목초지 Aerators
 당신의 목초지에 몇번의 작업을 한번에 이룬다.!
JOSKIN은목장 관리에 대하여 완성하는 SCARIFLEX 모
델의 여러 기폭 장치를 제안합니다 :
BF, BF, GARDEN 히치 결합, EB , RENOVA.
SCARIFLEX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사용되는 강철
유형은 높은 인장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저중량 고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의 JOSKIN 에어 레이터의 설계는보다 쉽고 소형이며
기계는 절곡된 프레임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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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모델은 SCARIFLEX와 BF 시리즈 중간 모델입니다.
작업시 진동을 제한 할 수있는 스프링이 프레임에 용접 된
전통 에어레터입니다.
그것은 지면을 펼치는 두 줄의 스크레이퍼와 유연한 테인
이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BF

BF GARDEN

EB-R4S

RENOVA

Aerator with frame made up of folded steel sheet
Models

BF-R3S2
BF-R4S2

Specifications

Working
width (m)

Spreading paddles (30 cm) on semi-flexible
leaves, flexible tines
Levelling scrapers (60 cm) on semi-flexible
leaves, spreading paddles (15 cm) on very
flexible leaves, flexible tines

2.40 / 3.00
3.60 / 4.20
4.80 / 5.40

Aerator with frame made up of folded steel sheet, GARDEN
hitching
Specifications

Working
width (m)

BF-R3S2

Spreading paddles (30 cm) on semi-flexible
leaves, flexible tines

1.20 / 1.50 / 1.80
2.10 / 2.40 / 2.70
3.00 / 3.30 / 3.60

BF-R4S2

Levelling scrapers (60 cm) on semi-flexible
leaves, spreading paddles (15 cm) on very
flexible leaves, flexible tines

1.20 / 1.80
2.40 / 3.00 / 3.60

Models

Aerator with frame made up of rectangular sections
Models

EB-R4S2

Specifications

Working
width (m)

Levelling scrapers (60 cm) on semi-flexible
leaves, spreading paddles (10 cm) on very
flexible leaves, flexible tines

2.40 / 3.00
3.60 / 4.20
4.80 / 5.40
6.00 / 6.60

High-tech aerator
Models

RENOVA

Specifications

Levelling scrapers (60 cm) on semi-flexible
leaves, spreading paddles (10 cm) on very
flexible leaves, 3 x flexible tines, scrapers
on spring tines at the front

Working
width (m)

 고객의 필요에 맞는 폭 넓은 JOSKIN 범위.
플렉시블 테인의 LOWSMS 톱 링크와 피벗 지점을 통해 두
개의 테인 LOW로 조정됩니다.
기계는 싱글 락 (singleacting) 램에 의해 유압식으로 펼쳐지
며 기계식 이송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BF모델에는 세가지(BF-2A), 4개의(BF-2A2)LOW가 포함됩니
다. 유연한(BF-R2A), 뛰어난 유연성(BF-R3S2),유연한 타인
또는 수평 조절기로 패들이 펼칩니다.
기계는 3점 타이 로드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GARDEN거리는 Ø 22mm원형 막대를 사용하여 트랙터에 쉽
고 빠르게 결합할 수 있다.
RENOVA는 한번에 세개의 기능을 수행한다.
평평하게, 긁어 부수고, 쟁기질.
걸쇠 막대와 게이지 나사로 깊이 조절 장치를 사용하면 어
느 정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0
4.00
5.00
6.00
7.40

EBR4S meadow a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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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초퍼기
 joskIn pasture toppers는 친환경적이고 더 완벽한 초원을 만듭니다.
목초지 초퍼기의범위는 오랜시간동안 수정되었고,
다른 어느것들 중에서도 더 큰 농장으로의 진화를

이 범위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초지, 공원, 산림지, 휴면 경작지, 과수원,

하였습니다.
증거로서, "버터 플라이"토퍼 TRT 750은 ATR 270 프론트 모
델과 함께 7.50 미터 분할 작동합니다.

3 점 히칭은 기계를 운반 할 수 있지만 작업 할 때 세 번째 점
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개의 낮은 점이 뒤 쫒기 때문에 지형
을 매우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JOSKIN은 엄격한 P.T.O.구동이되는 다양한 초퍼에서
수직 축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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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PASTURE TOPPERS

BJ CHOPPERS

BEV CHOPPERS

TRT TOPPERS

 양질의 초원!

BEV choppers
Models

Working width (m)

BEV/130/C1

1.30

BEV/160/C1

1.60

Working width (m)

BJ/275/C2

2.75

ABJ/275/C2

2.75

BJ/315/C2

3.15

TR pasture toppers
Models

BEV 초퍼는 넓고 열린공간에서 저마력트랙터 (최소 12 HP)
에 사용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150mm의 스키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블레이드 헤드의 보
호 디스크 덕분에 초목을 보호 합니다.

BJ choppers
Models

깨끗하고 통풍이 잘되는 커팅

Working width (m)

TR/180/C2

1.80

TR/220/C3

2.20

TR/270/C3

2.70

TR/360/C4

3.60

ATR/220/C3

2.20

ATR/270/C3

2.70

TR/270/TDH3

2.70

TRT/750/C6

7.50

이러한 장점은 BJ 휴경 초퍼에도 있습니다.
또한 P.T.O. 샤프트의 전단 볼트 안전성, 구동축과 전후 플레
이트 (유연성이없는 체인에 사전 장착 됨)의 유연성으로 초
퍼 및 목초지 상부기기 및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후방 롤러, 에어 레이터 및 체인과 같은 여러 액세서리는 예
비용없이 나중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TR Pasture To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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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joskIn은 고객 서비스 최적화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 서비스
개별 부품 도서
애프터 서비스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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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판매 서비스
 미래를 위해 잘 투자 하십시오.!
JOSKIN의 판매 및 마케팅 접근법은 "기술 능력"이라는 슬로
건을 토대로 한 특정 철학에 기반 두고 있습니다.

고객이 오랫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고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
해 JOSKIN 서비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은 광범위한 선택, 작업성, 작업 조건에 의해 결정되
었습니다.

좋은 투자는 고객이 매우 만족하고, 또한 문제를 피하고, 돈
을 절약하고, 농업 문제 또는 기업의 성공에 기여하도록합
니다.

JOSKIN 영업 담당자는 회사의 서비스 또는 딜러의 서비스에
관계없이 매우 상세한 딜러 교육 과정을 이수받습니다.
철저하고 기술 영업 문서의 도움을 받아 현재 및 미래의 농
업 조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고객에게 추천하는 것이 우
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브랜드 이미지의 지원과 사회 경제적 환경에
서 그 위치를 의식한 농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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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전 서비스는 고객과 제조 업체 모두의
성공 기반입니다.!

JOSKIN은 유명한 회사이며 대부분의 전시회에 출품하고 있
습니다.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웹 사이트 인
www.joskin.co.kr은 매우 풍부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술 설명을 통해 JOSKIN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비디오와 사진도 함께 제공하고 있
습니다.
스마트 폰 및테블릿 PC 버전도 제공됩니다.
JOSKIN은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유럽 전역의 농업 박람회에도 끊임없
이 출품됩니다.
또한 기술 서적 및 판매 도구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
덜란드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및 러시아어로 번역됩니다.
Soumagne (4,000m²)와 Trzcianka (2,400m²)의 2 개의 넓은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일년 내내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1 월 초에 공장 방문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후자는 모든 사람에게 JOSKIN 제품에 대하여더 자세히 알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 판매 서비스는 농민 및 수탁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성공을위한 기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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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북
 시간이 흘러도 기계의 가치 보장!
JOSKIN은 1996 년부터 각각의 제품에 개별 부품 서적을 제공
하여 장기적으로 예비 부품을 쉽게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공
급할 수있도록 되었습니다.
부품 구룹을 정확하게 표현 한것입니다.

각 제품의 부품 목록에는 자체 제작에 사용 된 구성 요소 만
포함되며 더 이상은 포함되지 않고 최종 사용자에게 인도
됩니다.(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교체 할 부품을 가장 정확하게 주문할 수 있
도록 각 어셈블리의 세부 계획을 통해 쉽게 식별 할 수 있습
니다.

SPARE PARTS BOOK
71506005

71538688

76301068

JOSKIN
17351383

71547356

71415043

MODULO2 8400ME
Vaccum

T

750/60R30.5 10T

hn
ec

ical skills wit

hin

DEALER

T32796/084

Date

6060900426

.MODULO 2 8400 ME - Vacuum

KITE MEZÖGAZDASÁGI SZOLGÁLTATÓ

PRE-MNT PERROT EXACT SCATTERER
PRE-MTG EPARPILLEUR EXACT PERROT

T32796/084

VORMONTAGE EXAKTVERTEILER PERROT
VOOR-MTG EXACTE STROOIKEGEL PERROT

www.joskin.com

39, rue de Wergifosse - 4630 Soumagne - BELGIUM • +32 (0)43 77 35 45 • info@josk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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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및 고객을위한 헤아릴 수없는 서비스와
SPARE PARTS BOOK

가치!
72601042

파트 북을 잃어버린 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72601037

기계의 섀시번호로 JOSKIN의 새로운 파트북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17570579

72610021
71315081
72610021

부품이 더 이상 제조되지 않을 까봐 두려운가요?
JOSKIN은 1984 년부터판매된 부품을 보관 해 왔으며 예비
부품을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TORNADO3
T5516/16V

T

600/60-30.5 16 Pr

ica
hn
ec

l s k ill s w
it h
in

DEALER

F03216/160

Date

6060770180

Tornado3 T5516/16V stalmeststrooier

개별화 된 파트북은 사치품과는 거리가 먼 양질의 서비스
의핵심이지며 동시에기계 수명이 더 보장할 수 있습니다.

BVBA LEMMENS TRACTOR

VASTGEB BODEMK 5511/12 5513/14 5516/16V
BOLTED MOV FLOOR5511/12 5513/14 5516/16V

F03216/160

TAPIS BOULONNE 5511/12 5513/14 5516/16V
VERSCHR BODEN 5511/12 5513/14 5516/16V

www.joskin.com

39, rue de Wergifosse - 4630 Soumagne - BELGIUM • +32 (0)43 77 35 45 • info@joskin.com

Ets. JOSKIN S.A. Rue de Wergifosse, 39 - B 4630 SOUMAGNE Belgie
© Tous droits réservés - Alle rechten voorbehouden - Alle Rechten vorbehalten - All rights reserved
14

SPARE PARTS BOOK

따라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기계 부품의 정확한 공급
과 관리로 서비스 가치를 보장합니다.

SPARE PARTS BOOK

75001021

76908061
76901030
60790008

17692085

17690404

34561404

650/55R26.5

71547356

17681119

710/50R26.5

71313048

ica
hn
ec

l s k il l s w
it h
in

DEALER
Date

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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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l skills wit

hi

DEALER
Date

B06003/650
DR00309/31

71315050

Drakkar 8600/31T150

SARL BOCART

www.joskin.com

LAMES C150 SUSP HYD TCAP

39, rue de Wergifosse - 4630 Soumagne - BELGIUM • +32
(0)43 77 35 45 • info@joskin.com

LAMES C150 SUSP HYD TCAP

DR00309/31

T

TRANS-KTP
27/65 TRM

n

DRAKKAR
8600/31T150

T

17681478

BLATTFEDERN V150 HYD FED T-CAP
BLADEN D150 HV 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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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서비스
 joskIn의 신속성과 정확성!
JOSKIN은 애프터 서비스가 각 대리점이나 딜러뿐만 아니라
제조 업체를 위해서도 사용자 만족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로 제품의 향후 개발에 대한 의무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
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자동화는 생산 과정에서
무언가 존재하지만, 애프터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부품의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2008 년부터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
다.
현재 21 개의 자동화 된 회전식 컨베이어와 대형 부품의 중
앙 창고가 포함 된 Soumage의 중앙 창고에있는 모든 JOSKIN
예비 부품 주문은 출고전에 먼저기술적 인 관점에서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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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는 QR 코드 시스템은 파트너 및 고객에게 만족
을줍니다.
개별화 된 파트북고과 명판를 통해 고객은 자신이 찾는 파
트가 자신의 이름에서 찾는다는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JOSKIN은 최적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예비 부품을
항상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고 자부합니다.

 더욱 효율적인 애프터 서비스를위한
모든 예비 부품 재고 및 지속적인 투자!
JOSKIN은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문을받은 후 24 시간
에서 48 시간 내에 예비 부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불량 부품이 농업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1 년에는 파트너 용 예비 부품 "EasyParts"온라인 주문 시
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개별화 된 파트 북 덕분에 필요한
모든 부분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JOSKIN은 유럽의 중앙 집중식 재고로 택배 서비스의 효율
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고품질의 애프터 서비스를 고객
에게 제공합니다.
더 최근에, JOSKIN은 2013 년에 2,200 m² 및 13 m 높이,
즉 ± 28,000 m³의 새로운 중앙 창고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이 센터는 925 m²의 취급 공간 (수령 / 배송)
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 제품의 목표는 대형 예비 부품을 보관하고 더욱 효율적
인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JOSKIN은 또한 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자체 트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25 대의 트럭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송 수단은 제
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이 내부 물류 서비스는 JOSKIN 그룹 및 고객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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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갖춘 숙련 된 기술자!
JOSKIN은 A / S 서비스 다음으로 자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우리는 판매자에게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해 매일 전세계를 순회하는 기술자가 포함됩니다.
JOSKIN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 된 농기계 및 현장 직원
의 전문 지식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도움을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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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서비스에 대한 기술자의 사내 교육!
JOSKIN 그룹에서는 자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장비를 유지 보수
하거나 수리 할 수있는 책임이있는 기술자를 준비하는 것
입니다.
재료의 끊임없는 발전과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추가를 감
안할 때, 이들은 기술자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수
적이며 목표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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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품질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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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KIN 기계가 다량의 스케일모델 장난감 제조업체를
매료 시켰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재킷 컬렉션이 새로운 액세서리와 마찬
가지로 회의 폴더, 찻잔 및 배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JOSKIN의 강한 존재와 기계의 디자인으로 인해 실제로 빠
르게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JOSKIN은 많은 시장에서 재료, 서비스 및 품질에 대한 인정
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브랜드와 제휴 관계를 맺었으며 JOSKIN은
스케일 모델이 항상 원래 모델의 정확한 복제본이어야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JOSKIN모델의 40 개의 소형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
부터 숙련 된 수집가에게 많은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JOSKIN 스케일 모형 다음으로 농부들이 높이 평가하는 바지
와 티셔츠 등. JOSKIN 회사와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습니
다.

이 모든 제품은 Soumagne의 쇼룸 매장과 www.joskin.com/
shop의 e-shop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JOSKIN 기계를 보여주는 포스터와 캘린더도
전시실에서 방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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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Pack" 장점
JOSKIN은 고품질 제조와 납기 단축을 결합하여 WIN PACK
기계를 제안합니다.
• 표준화 된 제조 공정 덕분에 신뢰할 수 있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 귀하의 농장에 손쉬운 적응과 합리적인 가격;
• 재고가 있거나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작업 조건에서 시험 된 장비.
•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는 모듈 식.

기술 센터
JOSKIN을 방문하세요,제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www.josk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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