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가치는 
품질과 성능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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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킨 살포기 기본사양

JOSKIN 탱크는 700가지 이상의 옵션과 75개 모델로 제공됩니다. JOSKIN은 고객의 맞춤형으로 다양한 액세

서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로 1968년 이래 수만 명의 계약

자와 농가 고객들이 JOSKIN를 신뢰하며 매일 JOSKIN 기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연구개발
JOSKIN은 자체 산업 디자인 연구소와 3D 정적 및 동적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정확한 제조와 납품을 준수하고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표준화되어 있으며 수백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와 딜러는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D 시뮬레이션, 자동화 레이저, 디지털 프레스, 고 인성 강, 용융 아연 도금, 

자동 연속 용접. 

가장 현대적이고 고도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완벽한 신뢰로 구매

예비 부품 책자와 사용자 설명서를 포함한  조스킨 본사에서 직접 제품번호로 관리.  

우리의 강점

영구적인 관리 덕분에, JOSKIN은 귀하의 부품을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습니

다. JOSKIN은 고객의 예비부품을 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구입할 때 해당 언어로 제공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제공된 파트 북에서 

예비 부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된 생산 
JOSKIN의 모든 디자인은 표준

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을 경제적인 원가로 제공 

합니다.

진공펌프

가격 대비 큰 효율성, 

뛰어난 내마모성

낮은 유지 보수 비용

스프렁 드로우바

그로스 스프링 슬러시 주행 드

로바 시스템으로 트랙터에 탱

크의 충격을 최소화 합니다. 

아일렛

드로우바에 조립되는

히칭 시스템

탱크

탱크 내의 격벽 설치로 충격을 

완화하고 주행의 편의성을 제

공합니다.

머드가드

아연 도금된 머드가드는

주행 중 탱크, 트랙터에 이물질

이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SCATTERER

조스킨 스캐터는 액상 비료를  

정확하고 균일하게 살포되도

록 설계되어 제공됩니다.

 레벨 게이지

탱크 내의 액상 비료의 잔여량

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 입

니다.

조명 및 반사판

트럭형 조명 및 반사판이 기본

으로 제공됩니다.

유압 브레이크

조스킨 5톤 이상의 모든 제품

은 유압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스킨의 6가지 성공요인

1968년 설립 된 JOSKIN은 농기계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JOSKIN 생산 현장은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전역에 걸쳐 

총면적이 약 150,000m²에 달하며 60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오랜경험 

부품 리스트ㆍ사용 설명서

제품의 가치는 품질과 성능의 차이 입니다!



모델 용량(L) 탱크(mm) 브레이크(mm) 액슬 스텐드
 브레이크 

방식
타이어

MODULO2 
5000ME

5,101 1,300 350X60 싱글 기계식 유압식
550/

60-22.5

MODULO2 
8400ME

8,507 1,600 400X80 싱글 기계식 유압식
650/

50R-22.5

MODULO2 
10000MEB

10,054 1,700 406X120 더블 유압식 유압식
580/

65R-22.5

MODULE02
12000MEB

12,119 1,800 350X60 더블 유압식 유압식
650/

55R-26.5

MODULE02
14000MEB

14,011 1,900 400X80 더블 유압식 유압식
650/

55R-26.5

모델 3 4 5 7 9

중량(kg) 0.9 1 1.14 1.75 2

적재(ton) 3 4 5 7 9

적재함
(m)

2860
1690      
400

3380 
1600
400

3900 
1600
400

4160 
1990
400

4500    
 1990
500

높이(mm) 922 1020 1097 1195 1195

타이어
10.0/75-15.3 

14PR
11.5/80-15.3 

10PR
15.0/55-17 

14PR
455/40
R22.5

455/40
R22.5

스프렁 드로우바, 진공 펌프, 스케터, 40mm 어일렛, 

슬러리 파이프 4m X 6”, 용융아연도금,

레벨 게이지, 150mm 필링밸브, 머드가드, 일체형 

프레임, 10000~14000MEB, 유압스탠드, 더블액슬, 

프리스티어링액슬

액상 비료 살포기 퇴비 살포기

농업용 트레일러
TRANS-EX

조스킨은 700가지 옵션에 75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이상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와이엔비는 성심 성의것 제품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요.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JOSKIN 액상 비료살포기!
일체형프레임 전체아연도금, 본체연속용접 

서스펜션, 유압스탠드, 유압브레이크, 두 개의 

배송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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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S4008

8V
S4010

9V
S5010
11V

S5013
12V

S5013
13V

T6013
16BV

T6516
19BV

용량㎥ 8.1 9.4 11.5 13 14 17.6 20.9

적재용량(ton) 8 9 11 12 13 15 18

적재함(m)

4.65
1.46 
0.85

4.67
1.45
1.09

5.70
1.45
1.09

5.60
1.45
1.34

6.00
1.45
1.34

6.50
1.45 
1.37

7.00
1.45
1.57

브레이크 400X80 400X80 406X120 400X80 406X120 406X120 406X120
액슬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타이어 400R22.5 400R22.5 400R22.5 23.1R26
620/75R26
(Alliance)

600/60R30.5 600/60R30.5

기  본

조스킨의 모든 제품은 '윈팩'시스
템에 의해 생산됩니다. 고객의 주
문과 동시에 배송이 되는 첨단시
스템으로 제품을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JOSKIN은 2,500~32,000리터의 

액상비료살포기를 제조공급합니다.

제품의 가치는 품질과 성능의 차이 입니다!



 모든 작업현장에서 중대형 트랙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 잔목 등 25~300mm 크기의 돌들을 수거할 수 있고, 수거된 내용물을 

트레일러 적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강을 사용하여 제품의 고장이 적고 높은 수명이 고객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모델
KIVI-PEKKA 

4
KIVI-PEKKA 

5
KIVI-PE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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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kg) 3,700 3,900 4,000

작업폭(m) 4 5 6

돌 크기(mm) 25~300 25~300 25~300

작업량(kg/min) 700 1,000 1,200

탱크용량(㎥) 1.5~2 1.5~2 1.5~2

타이어(싱글) 22.5X550 22.5X550 22.5X550

타이어(더블) 15.5X400 15.5X400 15.5X400

로터 보조 휠 195X14(싱글) 195X14(더블) 195X14(더블)

필요마력(hp) 70 80 80

주행속도(km/h) 2~6 2~6 2~6

테인 18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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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AERATOR

모델 제원 작업폭(m)

SCARIFLEX 
RS53

유연한 레벨링스크레퍼(60cm)
매우 유연한 타진(10cm)
앞면의 스프링 타인스크레퍼(옵션)

4.80/6.00
7.20/8.40

9.60

SCARIFLEX R5S3 WITH SEEDER

SCARIFLEX는 초원 유지보수 작업에 이상적인 작업기입니다.

ZUIDBERG 전방링크 / PTO는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트렉터에

SCARIFLEX는 초원 유지보수 작업에 이상적인 작업기입니다.

트랙터 수명과 함께 할 수 있는 고품질과 고성능을 가진 ZUIDBERG 

전방링크 / PTO는 탈부착이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방 작업기를 장착할 수 있고, 여러 옵션은 트랙터에 조금의 

위험요소도 주지 않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운전석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TO 작동시 구동 소음은 조용하고 진동은 느낄 수 

없습니다.

ZUIDBERG 트랙은 모든 트랙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던 험지, 습지, 산악 등 더 많은 견인력이 

요구되는 곳에는 반드시 ZUIDBERG 트랙이 사용될 것입니다. 

ZUIDBERG 트랙은 주행이 자유롭고, 주행소음과 진동이 적어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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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트랙터 모델과 함께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제품의 가치는 품질과 성능의 차이 입니다!

STONE PICKERS?

개간지, 건설현장, 골프장, 말 목장, 농장 등 돌(폐기물, 잔목)을 전문으로 수거하는 장비입니다. 



제품의 가치는 품질과 성능의 차이 입니다!

모델 STCL STC STCH

적용마력(hp) 80~150 80~220 180~300

작업폭(mm) 1,118~2,057 1,346~2,057 2,083~2,565

파쇄크기(mm) 152 304 508

작업깊이(mm) 152 203 254

중량(kg) 1,230~1,750 1,850~2,830 4,300~5,121

모델 RSL MTM HTH

적용마력(hp) 80~190 240~360 300~400

작업폭(mm) 990~2,010 2,060~2,311 2,083~2,311

작업깊이(mm) 150~279 250~399 350~500

중량(kg) 1,601~2,654 5,715~6,123 6,895~7,212

농경지, 도로현장, 경작지 개간지역에 가장 이상적인 돌파쇄기 입니다. 

건설현장, 도로공사, 농경지, 산악지역에 바위, 돌을 전문으로 파쇄하는 다기능 STONE 

CRUSHER는 아스팔트도로, 시멘트도로에서 전문으로 사용되어지는 제품입니다.

STONE CRUSHER(돌 파쇄기)

MULTI TASKS(다기능 돌파쇄 및 그라인딩)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십니까? www.ynb.co.kr 방문하십시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9

FAE제품은 지금 이 시각에도 전세계 개발지역에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Forestry  Mulchers는 초목을 파쇄하기 위해  회전 드럼에 강철 치퍼(치아)가 

장착되어 있어, 나무를 자르고, 갉아내고, 토지를 개간하는 작업기 입니다. 

이 제품은 트랙터, 스키드 로더, 굴삭기 등에 부착 작업기로 공급됩니다.

혁신적인 작업으로 높은 능률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FAE 굴삭기 Mulchers는 12개의 모델과 36개 이상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굴  삭  기 : 1.5ton ~ 30ton

● 작  업  폭 : 508mm ~ 1575mm

● 파쇄 두께 : 25.4 ~ 305mm

●  FAE 트랙터 Mulchers는 10개의 모델과 30개 

    이상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트  랙  터 : 50 ~ 500hp

● 작  업  폭 : 1,575mm ~ 2,565mm

● 파쇄 두께 : 127~ 508mm

FORESTRY MULCHERS (산림 멀처)

굴삭기 Mulchers

트랙터 Mulchers

● FAE 스키드 로더 Mulchers는 3개의 모델과 11개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키드로더 : 1.5ton ~ 30ton

● 작   업  폭  : 1,346mm ~ 1,829mm

● 파 쇄 두 께 : 76 ~ 203mm

스키드 로더 Mul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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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가치는 품질과 성능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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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엔비  판매제품

트랙터 트랙전방링크 / PTO

돌파쇄기 / 멀처트랙터 멀처

스키드로더 멀처 산업용 돌 파쇄기

굴삭기 멀처 전용형 멀처 / 파쇄기

돌수집기

액상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트레일러

기타 제품

다목적 운송 제품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사 : 063) 841-8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