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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200구 : 대파, 
양상추 파종시 사용

128구 : 배추,양배추,
브로콜리, 콩, 옥수수,
참깨, 들깨, 수수 등
파종시 사용

●진압롤러

품 명

진압롤러25

진압롤러30

7C1030-94500

7C1030-94400

25각-200구

30각-128구

코드No 적용트레이

200구용 128구용

※얀마 대리점 문의

알루미늄 타입 파종기 호스타입 파종기

●파종기

●야채전용 육묘상자 (언더트레이)

품명

채소전용
육묘상자

20매 IBB-24000003

포장단위 코드No

※ 수도작용 육묘상자
    사용 가능
     (주의사항 : 물빠짐이 

좋도록 홈이 크고   
많은 것 사용)

육묘시 준비 물품

■야채 이식기 부품 현황표
순 번 구 분 부품번호 품 명 모 델 비       고

1 부품 7C1030-94500 파종진압롤러 200구용 대파, 양상추 권장

2 부품 7C1030-94400 파종진압롤러 128구용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참깨, 들깨, 콩, 옥수수, 잡곡 등

3 부품 1BB-24000003 채소전용육묘상자 - 언더트레이

4 부품
1C1155-35701 포크조

- 1대 2개발주 뿌리매트 안좋거나 어린모종,
1C1155-35830 PUSH ROD

5 부품 7C1341-18100 와이드키트 PW-W 전자동 이식기
표준사양을 와이드사양으로 변경 KIT 
트레이드 폭 900~1400mm

6 부품 7C1341-28100
(미들)와이드 키트

PW-MIDW
전자동 이식기

표준사양을 미들 와이드 사양으로 변경 KIT 
트레이드 폭 : 650~750mm
※ 1조 : 650mm / 
    왕복2조 : 650~750mm(조간범위 200,250mm)

7 부품 7C1320-29010 반자동와이드키트 반자동 이식기 표준사양을 와이드사양으로 변경 KIT

8 부품
1C1015-34230-YNK
1C1151-34400-YNK

25210-430281

(장주간키트)
스프로켓 43X8T
스프로켓 43X21T

체인 43X21

대파 이식기 기존(13~23mm) → 장착 후(26~45mm)

9 부품
1C1151-34240
1C1151-34400
25210-430301

(장주간키트)
스프로켓 43X12
스프로켓 43X21

체인 43X30

전자동 이식기 기존(20~45mm) → 장착 후(27~60mm)

10 부품 7C1320-33080 담배개공기 반자동 이식기 개공기세트 별매

11 제품 KS1-PF 관수장치 전자동 이식기 전자동야채이식기 장착(PW10, PW10W)

12 제품 KS1L-PN 관수장치 반자동 이식기 반자동이식기 장착(PH1A)

13 제품 KS2L-PF2R 관수장치 승용 이식기 PF2R, PW20R 혼용 장착

■야채 이식기 수동 씨앗 파종기 구성표
모델명(트레이홀수) 홀사이즈 적용 작물

128구

2.5Ø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케일등 작은 씨앗류

4Ø 대파, 상추 코팅씨앗 등

5Ø 참깨 코팅씨앗, 수수 등

8Ø 큰 코팅씨앗, 작은 콩류

11Ø 옥수수, 기타 콩류, 부추 등

200구

2.5Ø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케일등 작은 씨앗류

4Ø 대파, 상추 코팅씨앗 등

5Ø 참깨 코팅씨앗, 수수 등

8Ø 큰 코팅씨앗, 작은 콩류

11Ø 옥수수, 기타 콩류, 부추 등

전자동 파종기
SV410

전문 야채농가 공동시설에 딱! 고능률, 고정밀도, 고내구성 전자동 야채 파종기!

전자동 파종기의 장점

● 고능률, 고정밀도, 고내구성 / 전자동 야채 파종 기계.
● 연속 작업으로 무인화를 추구합니다. (노동력 절감)  

트레이 연속 공급 → 양토 공급 및 진압 → 관수 → 진압 후 개공 → 파종 → 복토 → 관수.
● 트레이의 자동 연속 공급 실현.
● “비상 스위치” 장착으로 긴급 대처 용의.
● 양토 및 복토량의 미세 조정 가능.
● 물 넘침 방지 기능과 관수 압력 조절장치로 쾌적한 작업장 실현.
● 고강도, 고내구력의 부품 사용으로 유지보수가 간단.
● 간단한 롤러 교체 방식으로 128구, 200구의 트레이에 대응 가능. 코팅 된 종자모습

■ 주요제원

형식명

기대치수

기대중량

동력

모터 출력

작업 방식

적용트레이

적용언더트레이

적용씨앗

사용관수

적용상토

적용복토

)mm(장전

(mm)

(mm)

(kg)

(V)

(W)

(W)

(W)

(W)

(ℓ)

(ℓ)

(ℓ)

전폭

전고

전원

소비전력

반송모터

진압모터

파종모터

트레이공급

진압방식

파종방식

파종롤러

진압롤러

복토방식

호퍼용량

충전호퍼

씨앗호퍼

복토호퍼

)h/장(력능리처 400/1

4700 (연장레일 : 1420)

480

1200

193 (부속품제외)

단상 100

250

100
40

15

사이드 압출 방식

평 벨트 구동식

눈금 롤러식

1립 1구 식

1립용 (돌기 형식)

진압 롤러식

92

5

57

얀마전용트레이

야채전용육묘상자(셀성형용언더트레이)

L, 2 L사이즈코팅종자(롤교환) [브로콜리, 배추, 양배추, 참깨, 새싹코팅종자등]

수돗물

원예용범용상토

복토용질석(버미큘라이트)

(30각128구L사이즈) (25각200구L사이즈)  롤키트 교환으로 대응

SV410

※ 이 카다로그의 사양은 개량등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원

※ 상기 사양은 판매시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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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잎 자르기
TT121A

양파, 대파, 콩 등
더욱 더 건강한 육묘 촉진.
육묘잎 자르기를 한번에(노동력 절감)

친환경 엔진
배기 가스 자율규제에 대응하는
깨끗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가벼운
 힘으로 시동할
수 있습니다.

분형근 형성을 촉진(셀성형 묘)

육묘잎 자르기를 통해 뿌리 생육이 촉진되어 건강한
분형근이 형성 됩니다.

건강한 육묘

육묘잎 자르기를 통해 바람 등으로 인한 도복이나 변형을  
방지하고 이식에 적합하고 균일한 육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른 잎을 동시에 회수

잎을 자름과 동시에 회수하여 후작업이 불필요, 또한
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잎받이망 부착)

■ 주요제원

형식명

기 체
치 수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형식명

예취날폭 (mm)

유효날폭 (mm)

예취높이조절방식

예취높이조절범위

유효두둑폭 (mm)

(mm)

작업능률                                (10a/분)

종류

출력/회전속도

차륜경

차륜수

기대중량 (kg)

엔진부

주행부

TT121A

1465

1650

970

45

G4K180-D

수평형 공냉 단기통 2행정 가솔린

2.8 {2.1} / 8000

전륜: 500 · 후륜: 360

4

1210

1120

나사 조절 방식(무단)

100~550

1440~1940

4~5

(ps{kW}/rpm)

(개)

(mm)

※ 이 카다로그의 사양은 개량등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원

※ 상기 사양은 판매시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승용 이식기의 장점

●보행형 이식기에 비해 약2배 고능률화 실현.
● 연속작업 능률을 높인 [12매 예비묘 탑재대, 경보부져,  

연속연결기구] 탑재.
● 식부깊이를 항상 일정하고 정밀하게 유지 [자동깊이제어],  

[식부플로팅기구] 탑재.
● 알루미늄 복토롤러로 흙이 잘 붙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3단계 간격 조절이 가능.
● 페달을 밟은 상태에 따라 자유자재로 가감속 할 수 있는 

[E-move] 페달 변속 방식으로 승용차 감각의 조작실현.
● 페달에서 발을 떼면 클러치가 끊어져 식부클러치의 추가 

조작 없는 [클러치브레이크 연동기구] 탑재.
● 트레이 변경은 [원터치 절환] 방식으로 횡이송. 종이송을 

공구없이 간단히 절환.
●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주간핸들조절 & 식부깊

이레버] 채용.
▶ 적용 작물 :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옥수수, 수수, 

콩, 들깨, 참깨, 아마란스, 비트, 방울양배추… 등

전자동 승용 야채 이식기   PW20R(승용2조)

고속 대응의 「승용」전자동야채이식기. 고정밀도 식부로 고품질인 야채만들기.

두둑·고랑 양쪽의 凹凸(요철)에도 원활하게 대응

2개의 추종기구가 동시에 좌우 독립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 식부깊이를 항상 정밀도 좋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식부깊이제어（피칭센서기구）
큰 두둑 고랑의 凹凸(요철)이나 두둑 높이의 변화에 

따라서 식부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좌우 독립 식부 플로팅기구
작은 두둑 높이의 변화나 좌우로 다른 두둑 높이에 
따라서 식부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복토롤러

피칭센서기구

복토압조절레버 복토압조절레버

식부깊이를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부깊이조절레버

식부깊이조절레버

좌우 독립식부 플로팅기구

260~800mm

10단계×핀2단

（원레버）

식부주간

식부깊이

주간조절핸들

260~800mm 까지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00∼1100

260∼800

450�500·550·600·650

0∼300

（단위：mm）

600·650

260∼800

0∼300
※ 2두둑 형성기로 
   두둑성형을 권장합니다.

（단위：mm）

롤러 하중은 흙의 상태에 맞춰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센서롤러로 흙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레이퍼 장착.）

복토롤러

피칭센서기구

복토압조절레버 복토압조절레버

식부깊이를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부깊이조절레버

식부깊이조절레버

좌우 독립식부 플로팅기구

260~800mm

10단계×핀2단

（원레버）

식부주간

식부깊이

주간조절핸들

260~800mm 까지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00∼1100

260∼800

450�500·550·600·650

0∼300

（단위：mm）

600·650

260∼800

0∼300
※ 2두둑 형성기로 
   두둑성형을 권장합니다.

（단위：mm）

작물에 따라서 주간·식부깊이조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주간조절핸들＆식부깊이조절레버
●   작물에 따른 주간 선택이나 포장 조건에 따른 식부깊이 를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둑 형상

●   1두둑 
2조이식 

●   1두둑 
1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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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원

형식명 MD20

구분 APVU(UFO 사양)

구동방식 3륜구동

기
체
치
수

전장 (mm) 3140

전폭 (mm) 1830 (트레드 1500일때)

전고 (mm) 2370

최저지상고 (mm) 570

 기체 중량 (kg) 665

엔

진

종류 공냉4행정 가솔린엔진

총배기량 L(cc) 0.688{688}

최대출력/회전속도 (kW{PS}/rpm) 13.4{18.0}/2800

연료탱크용량 (L) 20

시동방식 셀스타터식

주

행

부

타이어 전륜 4.00-18

타이어 후륜 4.40-21

축간거리 (mm) 2120

트레드 (mm) 1200, 1260, 1320, 1380, 1440, 1500

트레드 조절방식 리어엑셀 슬라이드식

변속 방식 무단변속

주행속도 전진 (km/h) 0 ~10.2

주행속도 후진 (km/h) 0 ~ 5.3 

최소선회 반경 (m) 2.4

※ 상기 사양은 판매시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파 시비 작업 대파 배토 작업 콩 적심 작업 360° 회전 선회
■주요 제원

형식명 RVHC650W

구동/조타방식 4WD/4WS, 2WS

길이 x 폭 x 높이 (mm) 3,730x2,200x2,805

최저 지상고 (mm) 730(리어엑슬하우징 아래)

기체 중량 (kg) 1,492

엔

진

명칭 수냉4사이클 3기통디젤

총 배기량 L(cc) 1.116(1116)

최대출력/회전속도 (kW{PS}/rpm) 17.2{23.4}/2.800

연료탱크용량 (L) 20 {경유}

시동방식 셀 스타터

주
행
부

윤거 (mm) 1,500

타이어 구분 120K

변속단수 무단변속HST (부변속 2단)

주행속도 전진 (km/h) (작업) 0~6.1 (이동) 0~12.5

주행속도 후진 (km/h) (작업) 0~6.1 (이동) 0~10.3

살 포 폭 (m) 9.3 ~ 15.9

약액탱크 용량 (L) 650

붐

형식 2단 슬라이드 양사이드붐과 센터붐(3분할)

개폐, 승강, 기울기 유압식

신축 전동식

노즐 개수 (개) 53

※ 상기 사양은 판매시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평살포장치로 붐 조작량을 줄여 여유롭게 작업이 가능

● 속도연동 살포로 농약을 줄여 코스트저감 효과

● 흡수량 100L/min을 발휘하는 고능률 펌프

● 살포부 유압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실현

● 슈퍼내비 유닛을 통해 고능률 방제가 가능

타사에 없는 붐 자동수평제어 장치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며 수도작, 밭작물에 살포하여 제초 및 방제가능. 

승용 관리기
MD20

승용 방제기
RVHC650W

● 발 밑의 작업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 가능 

● 작업기를 본기 중앙에 설치하는 미드마운트 방식으로 작업기 
흔들림이 적고 직진성이 좋음

● 3륜 타입으로 선회시 포장 및 작물에 손실을 최소화

● 중경/제초/배토 작업이 가능하며 적기에 작업이 가능하여  
생육, 수확량에 큰 영향을 줌

● 작업기가 전방에 있어 핸들을 돌렸을 때 작업기 흔들림이 적고 
직진성이 우수

● 3륜의 특성을 살려 핸들 조작만으로 소선회가 가능
※전륜을 25도 이상 꺾으면 선회하는 내측의 사이드 클러치가 끊김

● 다양한 작업기 옵션으로 MD20 1대로 파종부터 제초까지 효율 
높은 작업이 가능

대파 (두둑성형, 중경제초, 북주기, 시비기) 

대두용 (4조 직파, 중경제초, 적심) 일관 기계화 가능.

3륜타입 4륜타입

• 3륜타입으로 4륜타입과 비교
하여 포장을 밟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듬

• 경량 타입으로 포장에 가해 
지는 하중이 적어 토양의  
통기성과 투수성이 도움이 됨

3륜타입 4륜타입

작물에 끼치는 손상이 적음

3륜타입 4륜타입

• 앞을 바라 본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업 할 수 있으며, 작업기를 
본기 중앙에 설치하는 [미드마
운트 방식]으로 발 밑의  
작업 상태가 확인 가능

콩 중경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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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VHC650의 세일즈포인트확실한 방제작업기

5°

(3)포장조건이 나빠도 붐을 수평제어함
차량이 기울면 붐쪽에서 검치하여 수평을 유지함

・붐의 흔들림 자체도 저감되어 쾌적한 작업가능

・한쪽 붐을 접어도 수평은 유지됨

• 붐의 흔들림 자체도 저감되어 쾌적한 작업가능

•한쪽 붐을 접어도 수평은 유지됨

 포장조건이 나빠도 붐을 수평제어함
차량이 기울면 붐쪽에서 검치하여 수평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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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VHC650의 세일즈포인트

여유있는 캐빈실내와 쾌적한 레이아웃
상부에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으로 방제작업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냉난방, 공조조정완비로
이른 아침, 저녁,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실내환경이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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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VHC650의 세일즈포인트

여유있는 캐빈실내와 쾌적한 레이아웃
상부에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으로 방제작업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냉난방, 공조조정완비로
이른 아침, 저녁,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실내환경이 쾌적

• 냉난방, 공조조정완비로 이른 아침, 저녁,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실내환경이 쾌적

여유있는 캐빈실내와 쾌적한 레이아웃
상부에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으로 방제작업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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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VHC650의 세일즈포인트

타이어주변의 시인성에 충실, 캐빈승강에 배려

운전석에서 전륜이 잘 보임
타이어가 문제없이 고랑을 타고
가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가능

격납가능한 컨트롤러
상하로 움직이게 격납하여
우측 도어라도 캐빈승차가능

여유있는 캐빈실내와 쾌적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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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VHC650의 세일즈포인트

타이어주변의 시인성에 충실, 캐빈승강에 배려

운전석에서 전륜이 잘 보임
타이어가 문제없이 고랑을 타고
가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가능

격납가능한 컨트롤러
상하로 움직이게 격납하여
우측 도어라도 캐빈승차가능

여유있는 캐빈실내와 쾌적한 레이아웃

운전석에서 전륜이 잘 보임
타이어가 문제없이 고랑을 
타고가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가능

격납가능한 컨트롤러
상하로 움직이게 격납하여  
우측 도어라도 캐빈 승차가능

여유있는 캐빈실내와 쾌적한 레이아웃
  타이어주변의 시인성에 충실, 캐빈승강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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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심기가 가능 하며 수확량에 큰 
영향을 줌

● 깊이 1~10cm, 주간거리 21~28cm
까지 조절이 가능하여 생산량 증대

● 후방 쟁기가 장착 되어 정식 후 피복
작업에 유리

● 배토기 보강날이 장착 되어 정식기 
내구성 상승

● 이식 후 진압롤러가 장착되어 뿌리 
활착에 효과적 

•트랙터 부착형 2조, 3조, 4조 

•깊이 1~10cm 

•주간거리 21~28cm까지 조절이 가능 

•수평심기가 가능하여 생산량 증대

■주요 제원

형식명 jsg-2(2조) jsg-3(3조) jsg-4(4조)

기체
치수

전장 (mm) 2100 2100 2100

전폭 (mm) 2200 2540 3570

전고 (mm) 1380 1380 1380

중량 (kg) 835 970 1377

두둑
성형
장치

로터
베이터

정식기전용
일체형 배토기

정식
장치

투입방식 수공급식

주간거리 조절 수공급식

조간거리 (cm) 70

식부깊이 (cm) 1 ~ 10

복토장치 스크류식

진압장치 편심진압롤러식

적용마력 (hp) 55이상 90이상 120이상

적용작물 고구마

작업능률 142.7분/10a 51.0분/10a 43.8분/10a

※ 상기 사양은 판매시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정식기(트랙터 부착형)
jsg-2(2조), jsg-3(3조), jsg-4(4조)

야간작업

직선주행 곡선주행 원형작업 가이드록

골띄우기 후진자동 조향 쟁기/로터리 작업 작업 위치 저장 작업궤적 식별

▶촬영 : 2021년 4월 15일 / 고양시 / YT470A / 쟁기작업

X25 콘솔(모니터) AES35 자동핸들
AGI-4 안테나

일정한 자동 조간 거리
후진시에도 자동으로 조간 거리를 맞추어 자동으로 후진 주행

정확한 자동 직진•곡선 주행
트랙터 장착시 -  로터리, 쟁기, 써레, 비료살포, 논두렁 만들기, 파종작업,  

두둑만들기, 멀칭작업, 배수로 작업 등등

이앙기 장착시–모내기 작업 승용 이식기 장착시–이식 작업 콤바인 장착시(핸들식)–수확 작업

자동으로 정확한 조간 거리 유지!
골 띄우기 작업도 정밀하게!

자동으로 동일간격 유지

일반 트랙터일반 트랙터가가  자동 트랙터자동 트랙터로로!!!!!!
핸들조작이 필요 없다!

얀마 자동조향장치 / ASS25

시간단축 피로감소 숙련불필요생산량증가

시간단축 피로감소 숙련불필요생산량증가

야간작업골 띄우기 후진자동 조향 쟁기/로터리 작업 작업 위치 저장 작업궤적 식별

자동조향장치 특장점
• 설정한 작업폭에 맞춰 기기를 자동으로 유도, 겹치는 부분을 줄여 작업 효율을 높임
•핸들조작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운전자의 피로가 대폭 감소
•미숙한 운전자라도 정확하게 작업 가능
•작업표시가 불필요 (이앙기에는 마커 필요 없음)
•1대로 여러 기계에 이전하여 사용 가능함으로 비용 절감 효과
•작업 이력을 데이터로 관리 할 수 있어 향후 작업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한번 등록하면 
이름을 선택해서 작업!

딱 맞춘 작업에 
낭비 없이!

야간에도 작물의 
손상 없이!흔적이 

보이니까 
중복 작업 없이!

편심 롤러를 이용한 다짐방법(특허기술)
•다짐강도 조절가능(無다짐 가능)

• 두둑 상면에 굴곡을 만들어 피복 시   
공기층을 형성(고구마순 생존율 증가)

• 두둑의 유지력 

두둑성형 및 식재
• 정식작업과 동시에 두둑형성작업 가능

• 다양한 지형조건에서 적용가능  
(ex:경사로, 측면경사)

• 두둑의 정중앙에 정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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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의견, 질문은 아래로…

20
21 0

9

북부SC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대길144-22 (031-672-3955)  서부SC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안양골1길8 (041-841-8897)
동부SC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안로316 (054-475-3955)  남부SC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통문길1 (061-336-8849)
동남부SC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로124 (055-583-8891)

서비스 센터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38(광암리1372)
TEL : 063-838-8899   FAX : 063-838-3955

  밭작물 일관 기계화 소개

구분 육묘 준비 파종 육묘관리 정식 관리 방제 수확

일반
채소

●트레이

200구 : 대파, 
양상추 파종시 
사용

128구 : 배추,양배추,
브로콜리, 콩, 옥수수,
참깨, 들깨, 수수 등
파종시 사용

TRAY-128, 200 SV-410 TT121A PH1A, PW10, PW10S, PW20R MD20 RVHC650W

구분 선별 파종 방제 줄기절단 수확 수집

마늘

JK-GS4M YM-GP7 YM-GP9 RVHC650W NC1250 HN1253D

구분 육묘 준비 파종 육묘관리 방제 줄기절단 수확 수집

양파

TT121A RVHC650W HP101TLC

구분 파종 중경제초 적심 방제 수확·탈곡 탈곡 선별

콩

TDR-U, RTSA RM301MD EVDA-2400Y RVHC650W YH400-C/YH1150, YH700M PBTA1200 YBS500G/1000G/2000G

구분 정식 줄기파쇄 수확

고구마

jsg-2(2조) jsg-3(3조) jsg-4(4조)

기타 관련 상품

Wide flotation tyres: 
Available with tyre sizes up 
to 500/55-20, this machine 
minimizes ground pressure 
and soil damages. 

Heavy-duty components: 
Four pick-up teeth bar mounted 
on sealed ball bearings, 
upgraded steel roll, and feeder 
rotors featuring Hardox® wear 
plate tines significantly improve 
reliability. 

Bale chamber size: 
Adjustable bale diameter 
from 1.25 up to 1.35 m 
combined with 1.21-m bale 
chamber width maximizes  
bale weight. 

Powerful driveline:  
The integrated 540 rpm 
driveline, teamed-up with 
T-shape gear box, offers up
to 137 hp power capacity to
maximize speed in the field,
even in tough conditions.

Drop floor: 
Hands-free unplugging. The 
optional hydraulic wide drop-
floor mounted on 
parallelogram clears the worst 
blockage, even those located 
in front of converging augers. 

High-capacity feeding 
system:  
The high-performance 
2.0/2.2-m wide feeders let 
operators bale heavy 
windrows faster and push 
forward plugging limits. 

Bale chamber technology: 
Two choices: Multicrop version, 
featuring conveyor system, or 
Silage Special with 17 12-ribs rolls 
technology. Bale chamber pushes 
forward multicrop capacities. 

Excellent access and easy 
maintenance: 
Monobloc side gullwing doors, central 
greasing bank, chain auto-lube system 
and design optimized to prevent crop 
accumulation allows the operator to 
get home earlier after a long day of 
work. 

1 2 3 4 5 

6 

High density bales: 
A John Deere trademark, bales 
are dense and stay well  
shaped. This key performance 
allows a decrease of total 
operating costs and saves up to 
0,.7€/T of hay baled. 

F441M VALUES 

Net system easy and 
friendly: 
From the front platform, this 
is very easy and friendly to 
set up and track the net roll. 
In less than 1 minute, the 
net roll is installed without 
an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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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디어 베일러(F441R) 탑콘 자동조향장치(ASS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