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이미지는 실제 판매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www.yanmar.com/kr 핸드폰으로 QR코드를 검색해 보세요!

얀마 콤바인

강력한 엔진탑재(143ps) 
YH6140•YH7140
•YH6140(6조) 최고 작업속도 2.1m/s

•YH7140(7조) 최고 작업속도 1.9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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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작업속도

2.1m/s	 1.9m/s
[YH6140]  [YH7140]

작업속도 증가
얀마 143ps 엔진 장착으로  

동급 최고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연비 향상
엔진의 고효율화를 실현하여 

하루 작업을 중간 보충없이 

여유롭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연료탱크 용량 증가
140L의 연료탱크로 많은  

양의 작업을 추가적인  

연료 보충없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43ps 엔진 얀마콤바인!! 어떠한 조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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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슈터

오거 슈터 장착 (YH6140-X / YH7140-X)

오거 슈터 장착으로 곡물 배출 시 오거 각도 변경이 가능하여,  

곡물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골고루 펼칠 수 있습니다.

오거 무선리모컨 컨트롤러(옵션)

무선 오거 리모컨 컨트롤러를 장착하여 곡물 배출을 보다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표준사양, 오거슈터사양 모두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 합니다.

강력한 힘과 저연비를 실현한 

얀마 신형 디젤 엔진

고유가 시대에 대응, 저연비 실현
이전 YH6, 7 시리즈 대비 7% 이상 향상된 연비로 생산 비용   

저감에 공헌

업계 최대 출력의 신형 CR엔진
이전 YH6, 7 시리즈 대비 23ps 향상된 고출력 엔진의 장착으로  

어떠한 작업 조건에서도 여유로운 작업 실현. 

4TN101

출력  143ps	105kW / 2,200rpm

대용량 연료탱크
만충시 약 1일이상

※
의 연속 작업

이 가능하여, 능률이 향상 됩니다.

140L
※ 작업 상황에 따라 연속 작업시간은 변동됩니다.

더스트로터
더스트로터가 작동하여 표면에  

먼지 부착을 방지하고, 과열  

발생을 억제합니다.

프리클리너
기존 프리클리너는 매일 작업 후

청소할 필요가 있었으나, 일상점검

및 청소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배기가스	
환경	규제	EU	Stage-V	대응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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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최장 탈곡통으로 우월한 선별력

어라운드 뷰 
좁고 험한 작업 환경에서 전·후·좌·우 사방향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전을 지원합니다.

오거 카메라 
곡물의 배출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섬세한 조작이  

가능해 집니다.

쿼드팬 선별
4개의 팬으로 습제의 막힘을 억제하여 확실하게 처리  

합니다.

분산 처리통
지경을 쉽게 제거하고 요동판으로 균평하게 확산하여  

선별 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예취부 프레임 
예취부 프레임을 강화하여 험란한 작업 속에서도   

예취부의 파손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쾌속 이중통
「긴 탈곡통」 ＋ 「송진구 처리통」으로 능률 좋게 탈곡이  

가능합니다.

와이드 요동판
대량의 곡물을 효율 좋게 고정밀도로 선별합니다.

 고강성 예취프레임 채용  어라운드뷰, 오거 카메라 

탈곡통 길이

1,400mm



YH6140 / YH7140

5

한국인 체형에 맞춰 더 커진 실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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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트 핸들
핸들 각도를 조절 할 수 있어 쾌적한 

운전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 클러치
예취·탈곡·오거배출의 클러치 

입·절을 원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좌우 사이드 창문
유리면이 크고 넓게 열리므로

환기성에도 우수합니다.

풀오토에어컨/블루투스오디오
작업 중의 통화 및 음악도 간편하게

실내 온도도 별도에 조작없이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DC소켓
휴대전화나 포터블오디오 등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LED 작업등
전체 작업등을 LED램프로 채용하고 

있어 야간 작업시 시야확보에  

문제 없이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규 캐빈
작업스위치, 작동레버 등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통해 조작성을 높였으며, 3D모델링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맞춤설계로 시인성 향상 및 실내공간   

확장을 통해 쾌적한 작업을 제공합니다.

냉각수 경고등
냉각수의 온도변화를 계기판의 수온게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엔진과열(오버히트) 까지의

시간을 예측하여 안정된 작업을 보장합니다.

               녹색등 점등 :               ~  90℃ 미만

              	녹색등 점멸 :  90℃ 이상 ~ 100℃ 미만

               황색등 점멸 : 100℃ 이상 ~ 110℃ 미만

               적색등 점등 : 1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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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얀마 콤바인

사  양 오거 일반형 오거 슈터형

형식명 YH6140 YH7140 YH6140-X YH7140-X

기대
치수

전장(커터부착) (mm) 5,100 5,100

전폭 (mm) 2,265 2,465 2,265 2,465

전고 (mm) 2,760 2,760 2,760 2,760

기대중량(커터부착) (kg) 5,000 5,075 5,000 5,075

엔진

형식명 4TN101FDT-1SRCK 4TN101FDT-1SRCK

종류 직립형수냉4기통4행정디젤기관 직립형수냉4기통4행정디젤기관

총배기량 L(cc) 3,845 3,845

최대출력/회전속도 (kW{ps}/rpm) 105.0{142.7}/2,200 105.0{142.7}/2,200

사용연료 디젤(경유) 디젤(경유)

연료탱크용량 (L) 140 140

시동방식 전기시동식 전기시동식

주행부

크롤러

폭x접지장			(mm) 600 X 1,980 600 X 1,980

중심거리		(mm) 1245 1245

평균접지압		(kpa{kgf/㎠) 20.6 21.0 20.6 21.0

변속방식 유압서보 장착 HST 무단변속 FDS 유압서보 장착 HST 무단변속 FDS

변속단수 (단) 전후진무단 X 부변속3단(유압2단/기어2단) 전후진무단 X 부변속3단(유압2단/기어2단)

주행속도	 (m/sec) 전진 저속:0~1.16/표준:0~2.10/주행:0~3.20 전진 저속:0~1.16/표준:0~1.90/주행:0~3.20 전진 저속:0~1.16/표준:0~2.10/주행:0~3.20 전진 저속:0~1.16/표준:0~1.90/주행:0~3.20

예취부

예취조수 (조) 6 7 6 7

디바이더선단가격 (mm) 1,970 2,253 1,970 2,253

예취장치형식 상날왕복동식 상날왕복동식

날폭 (mm) 1,947 2,237 1,947 2,237

변수단수 동조2단 X 인기3단 동조2단 X 인기3단

예취범위높이 (mm) 5~150 5~150

탈곡깊이조절방식 전동모터식 (자동·수동겸용) 전동모터식 (자동·수동겸용)

탈곡·
선별부

탈곡방식 하급축류식 하급축류식

탈곡통
경	x	폭						(mm) 420 X 1,400 420 X 1,400

회전속도				(rpm) 520 520

처리통
경	x	폭						(mm) 140 X 960 140 X 960

회전속도				(rpm) 1,720 1,720

2번
처리통

경	x	폭						(mm) 190 X 300 (분산로터) 190 X 300 (분산로터)

회전속도				(rpm) 1,620 1,620

진동선별판 폭x길이						(mm) 760 X 2,035 760 X 2,035

곡립
처리부

탈곡처리방식 그레인탱크·오거배출 그레인탱크·오거배출

배출구조절방식 하향고정식 전자제어식(90도)

탱크용량 (L) 2,000 [40포대] 2,000 [40포대]

짚배출처리장치(옵션) 멀티디스크커터 멀티디스크커터

제장치

경보장치
모니터 경보(탈곡통·처리통·2번·곡물만충·짚배출·
유압·수온·연료·유수분리기·전자제어 FDS)·후진부져

모니터 경보(탈곡통·처리통·2번·곡물만충·짚배출·
유압·수온·연료·유수분리기·전자제어 FDS)·후진부져

자동화장치
에코디젤엔진·쾌속제어·자동정회전제어·자동감속·차체수평제어(좌우)·
자동탈곡깊이·예취종료자동수납·예취오토리프트/오토설정·예취오토클러치·
뉴자동탈곡제어·피드체인오토스톱·오거오토설정/오토리턴·차체수평제어(전후)

에코디젤엔진·쾌속제어·자동정회전제어·자동감속·차체수평제어(좌우)·
자동탈곡깊이·예취종료자동수납·예취오토리프트/오토설정·예취오토클러치·
뉴자동탈곡제어·피드체인오토스톱·오거오토설정/오토리턴·차체수평제어(전후)

안전장치
엔진긴급정지스위치·엔진시동안전(안전페달·탈곡클러치·
오거클러치)·엔진자동정지(커터막힘, 짚배출막힘, 처리통막힘, 
2번막힘, 전자제어FDS, 손탈곡안전장치)

엔진긴급정지스위치·엔진시동안전(안전페달·탈곡클러치·
오거클러치)·엔진자동정지(커터막힘, 짚배출막힘, 처리통막힘, 
2번막힘, 전자제어FDS, 손탈곡안전장치)

기타장치 집중주유(전동)·쥐방지배선 집중주유(전동)·쥐방지배선

적응작물전장 (mm) 550 ~ 1,300 550 ~ 1,300

도복적응성 (도) 마주보고베기 70도 이하·따라가며베기 85도 이하 마주보고베기 70도 이하·따라가며베기 85도 이하

 ※ YH6140-X, YH7140-X의 X는 오거슈터사양을 의미 합니다.   ※ 상기 주요사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판매시 예고없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제원



■제품에 대한 의견, 질문은 아래로…

 안전에 관한 주의 사항
•사용할때는 사용설명서를 잘 읽은 다음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무리한 운전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고장,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반드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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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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