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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기계 개발의 선두기업,
           (유)성원산업과 함께 하십시오!"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유)성원산업은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편리하게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품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
적인 생산품인 자동릴방제기(친환경자재살포기)는 인력으로 호스를 감는 방식을 전기 및 원
격제어시스템으로 바꾼 획기적 전환이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분무기 또한 리모컨으로 제
어할 수 있는 풀-오토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친환경농기계 발
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어 보다 나은 제품개발로 친환경 녹색성장산업의 시대를 
열러갈 최고의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농림부장관상

•2006년 농촌진흥청장상

•2007년 전라남도지사상

•2008년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서(MOU)체결

•2009년 지식경제부장관상

•2010년   대통령상

수 / 상 / 경 / 력



뛰어난 편리성과 작업성 그리고 튼튼한 차체
작업능률이 한층 더 빨라집니다!

친환경 미생물 자재살포기

●자동(리모트컨트롤), 수동(비상시) 겸용 콘트롤박스

●자체개발한 최고급 회전자 장착

●친환경 액비통 장착

●분무기 리모트콘트롤(자동텐션) SW1020CA/VB

●토출부 360도 회전 호스파손 시 연결부위가 자유로이 통과

●국내산 고성능 100A(KS제품) 장착

●대동 10㏋ 엔진장착(13㏋ 휘발유엔진 가능)

차 량
탑재형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W1020CA/VB

몸체 회전형 자동릴 
(선택가능)

구 분 제       원

기종명 차량탑재형

형식명 SW1020CA SW1020VB

크기(L×W×H)㎜ 1650×2300×1600 1700×2500×1800

중량(㎏) 600 610

분무용호스 10㎜×150M

약액탱크용량 2000ℓ

구동방식 대동10㏋엔진

호스릴제어방식 리모콘(자동)

장착분무기 100A(KS제품)

분무기제어방식 자동(리모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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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견인형 동력분무기의 신개념!

동력분무기

호스 토출부대용량 급수펌프 분무기 자동 텐션 고품질 회전자 적재함 컨트롤 박스

●자동(리모트컨트롤), 수동(비상시) 겸용 콘트롤박스

●자체개발한 최고급 회전자 장착

●사용이 편리한 대용량 급수펌프

●대용량 수납공간 (SW1020MA) 및 친환경 액비통 장착

●분무기 리모트콘트롤(자동텐션) 선택사양

●토출부 360도 회전 호스파손 시 연결부위가 자유로이 통과

●국내산 고성능 100A(KS제품) 장착

트랙터
견인형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W1020MA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구 분 제       원

기종명 주행형분무기

형식명 SW1020MA

크기(L×W×H)㎜ 3860×1780×2050

중량(㎏) 770

분무용호스 10㎜×150M

약액탱크용량 2000ℓ

구동방식 P.T.O 유니버셜쪼인트

호스릴제어방식 리모콘(자동)

장착분무기 100A(KS제품)

분무기제어방식 수동

  (유)성원산업  5 



리모컨 원격제어 및 수동제어와
     자동으로 좌·우 고르게 정렬되어 감긴다

자동호스릴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 원격제어(200M 가시상태) 및 수동제어

●호스 권취의 편리성

(자동으로 좌·우 고르게 정렬되어 감김)

●릴 본체를 어느 방향이든 회전할 수 있음

●자체 개발한 고품질 회전자 장착

●밧데리(12V)에 연결하여 간편하게 사용

(별도 24V 가능)

●ON/OFF 스위치를 사용하여 제어(SWH-40M)

SWH-40M SWH-50MR

구 분 제       원

형식명 SWH-40M SWH-50MR

크기(L×W×H)㎜ 830×680×850 900×650×1200

중량(㎏) 69 74

분무용호스 10㎜×150M(일반전용호스)

호스권취방식 호스자동정렬

구동방식 DC모터 밧데리(12V)

호스릴제어방식 ON/OFF 스위치 리모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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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고품질 회전자 장착,
      자동으로 좌·우 고르게 정렬되어 감긴다

동력호스권취기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좌·우 고르게 정렬되어 감김

●코브라 방식 채택

●밧데리(12V)에 연결하여 간편하게 사용
(별도 24V 가능)

●자체 개발한 고품질 회전자 장착

SWH-55MR / AC SWH-60MR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구 분 제       원

형식명 SWH-55MR SWH-60MR SWH-55AC

크기(L×W×H)㎜ 900×650×1200 900×650×2000 900×650×1200

중량(㎏) 78 82 78

분무용호스 10㎜×150M(트랙터 전용호스)

호스권취방식 호스자동정렬

구동방식 DC모터 밧데리(12V) AC모터

호스릴제어방식 리모컨(자동)

  (유)성원산업  7 



"측면모서리까지 완벽한 논두렁 조성"

논두렁조성기

●잦은 고장이 거의 없어 반영구적이며 경제적임

●기존 논뚝을 손대지 않아 더욱 견고하게 쌓아짐

●원판로라 상부 모서리에 단을 주어 측면까지 야무진 논두렁을 만듬

●유압실린더의 수직작동으로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완충장치

논두렁 조성 장면

완충장치의 효과

小

大

中

굴곡진 부분도
무리없이 논두렁을
만들 수 있음

형    식 SWL-430TA SWL-450TS(小) SWL-450TM(中) SWL-450TL(大)

기 체

길  이(㎜) 2190 2000 2200 2400

폭(㎜) 1540 1540 1540 1540

높  이(㎜) 1110 1100 1100 1100

중  량(㎏) 470 460 480 500

경운날개수(개) 16

두 렁
다 짐
장 치 

형  식 원판로라

작동방식 유압식+쪼인트

두렁높이(㎜) 0~400

적용마력(㎰) 50~80

작업속도(m/s) 0.16

작업능률(m/h)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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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작물의 습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에 최적

사료작물(콩,보리) 재배시 배수로 작업은 더 이상 굴삭기가 필요없습니다.

성원배토기

●기존 굴삭기 사용보다 획기적인 작업시간 단축

●견고한 몸체 제작으로 고장율이 적다

●원판 로라 형으로 두둑이 견고하고 배수로 높 낮이 조절 가능

●배수구가 깨끗하게 만들어져 추가 손질이 필요 없다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수로 작업은 성원 배토기와 함께 (SWL-460)

형  식  명 폭 (㎜) 길  이 (㎜) 높  이 (㎜) 규   격 중   량 (㎏) 적용마력 (㏋) 배 토 폭 (㎜)

SWL-460 1,540 1,950 1,100 1 골 480 50 250

  (유)성원산업  9 



벼직파 재배의 필수품!!

탈망기

●종자의 선별력이 탁월하여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선종할 수 있다

●간편한 구조로 누구나 사용이 편리하다

●국내 최대의 처리능력으로 타기종보다 많은 량을 선종할 수 있다

●까락 제거는 물론, 풍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여러종류의 곡물을

우수한 품질로 선별할 수 있다

분진(먼지) 분산방지 장치

보조 호퍼통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   식 SW-50A

작업능률 200㎏/시간

전 동 기 1.5㏋

전   원 AC220V, 단상

주축회전수 800RPM

크기(L×W×H)㎜ 1030×620×1270

중량(㎏) 70

호퍼용량(ℓ) 40

SW-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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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정선 선별기

●자동에어주입으로 막힘현상이 없음

●원통선별방식으로 콩 투입 시 막힘 현상이 없음(콩투입기)

●곡물 호퍼와 이송승강기 장치로 작업이 수월하며

선별된 콩은 바로 포대에 담겨진다

●배출구에 개폐문이 장착되어 연속작업을 할 수 있다

●선별작업의 효율을 위해 이송벨트의 각도조절이 되며,

선별망의 교체가 간편하다

●선별부에서 손상립을 선별하고 선립부에서 크기를

구별하는  2중 원통망 회전식 선립장치

●콩의 구름특성을 이용한 고정도, 고능률 선별

●검정콩 종류도 선별작업이 원활하다

●3번 재선별 장치로 피해립도 깨끗이 선별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별하여 우리콩을 최상품으로!!
    노동력절감, 품질향상, 비용절감 효과와 소득증대까지!!

형   식 SWB1000

길  이(㎜) 1860

폭(㎜) 1050

높 이(㎜) 2950

선별방법 벨트구름선별

선별벨트 특수폴리우레탄

원통선별방식

막힘방지제어 시스템(자동)

자동에어주입 컨트롤BOX

승강기전용 모터

SWB1000

콩투입기 SWB100

  (유)성원산업  11 



튼튼하고 사용이 편리한 성원콩탈곡기!!

콩탈곡기

●콩대와 콩은 자동 분리되어 콩은 승강기로 포대에

바로 운반되어 인건비가 절약되는 대형탈곡기

●기계의 모든 부위가 견고한 설계와 95% 철재로

제작되어 고장이 없고 수명이 길다

●콩 줄기 투입구가 이중으로 되어있어 탈곡 후

마무리 작업 시 급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선이

되므로 콩알이 깨지지 않는다

●드라이버 하나로 탈곡망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형 SWB5000/5005

모터식 SWB5006

트랙터 마력수에 관계 없음. 쪼인트 연결식

콩탈곡기 형식명
기   체

동력원 용도 및 특징
폭(㎜) 높이(㎜) 길이(㎜)

경운기용 SWB5001 1,040 1,210 1,630 경운기 콩타작

모 터 형 SWB5006 1,180 1,330 1,630 220V 3㏋모터 콩타작, 대용량

트렉터용
SWB5000 1,200 1,300 1,950

트렉터PTO 콩타작, 대용량
SWB5005 1,000 1,46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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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부착형(쌍통) SWB5005B/A

콩탈곡기

●2중 탈곡통(쌍통) 구조로 재작되어 콩이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

●콩대와 콩은 자동 분리되어 콩은 승강기로 포대에 바로 운반되어 인건비 절약

●탈곡된 콩은 흔들채로 콩과 이물질을 분리하여 먼지, 콩잎, 콩깍지 등을 흡입팬으로 기계에서 멀리 배출시킴

(작업자에게 먼지가 날리지 않음)

●기계의 견고한 설계와 철재로 제작되어 고장이 없고 수명이 길다

●이동하며 탈곡이 가능하여 콩을 한가운데 쌓아놓지 않아도 됨(트렉터 부착형)

●모터를 부착하여 탈곡하는 것으로 기계작동이 간편하고 편리함(모터식)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사용이 편리한  쌍통 성원콩탈곡기!!

모터식(쌍통) SWB5006B/A

쌍 통(콩이 튀어 나가는 것 방지)

구 분 제       원

형  식 SWB5005B/A SWB5006B/A

크기(L×W×H)㎜ 2000×1300×1460 1650×1300×1380

동력원 트랙터 PTO 단상 220V

용도 및 특징 쌍통 대용량

  (유)성원산업  13 



고강도 특수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성원 평생사다리는
강하고 가벼워서 편리하고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모 운반 작업,
          성원알루미늄 육모운반기가 가볍게 해결해 드립니다

알루미늄 평생사다리, 육묘운반기

●철저한 하중시험으로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

●특수 알루미늄 합금으로 최소 중량 실현

●철재 사다리보다 3배이상의 강도로 반영구

적인 수명을 보장

●농기계용과 건설장비, 수로 및 도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특수 알루미늄소재 사용 우수한 품질,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작

성원 알루미늄 평생사다리

성원 알루미늄 육묘운반기 SW126T차량용 육묘상자 운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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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곡물적재함은 인력, 시간, 고된 노동을 해결합니다

알루미늄 곡물적재함

●고장이 거의 없고 신속 배출 됩니다

●배출관이 회전하므로 배출 방향조절이 용이함

●사용 동력에 따라 엔진식, 모터식이 있음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  식 SWG-3000M SWG-3000E

규  격(Ton) 3.3 3.3

동    력(㏋) 모터(3㏋) 엔진(6.5㏋)

(L×W×H)㎜ 2,850×1,820×730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가볍고 녹슬지 않으며
편리한 이동성, 중량물 이송능력이 탁월합니다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WAC-50H  

형  식 SWAC-50H

전 장(㎜) 5,000

전 폭(㎜) 540

벨트폭(㎜) 410

모  터 1㏋

●프레임이 알루미늄 소재로 가볍고 녹슬지 않아 좋습니다

●바퀴가 부착되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롤러 고장 시에는 원터치 분해되므로 수리가 편리합니다

  (유)성원산업  15 



로터리

초광폭 경운기용 로터리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은 대동 제품과 호환성이 있어 대리점 및 농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직결식이 아닌 연결기어를 이용한 동력전달방식

●대형 철바퀴를 채울 수 있어 물논작업이 매우 쉽다

SW1130A/B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형   식 SW1130A

길  이(㎜) 880

폭(㎜) 1130

높 이(㎜) 820

중 량(㎏) 102

구동방식 기어식

16  PRODUCT INTRODCTION  

SW1130B

880

1130

820

102

기어식



비료살포기의 새로운 기준,
뛰어난 성능!  최고의 작업능률!

호퍼 높이가 낮아 비료 담기가 편리, 유압모터가
            상부에 있어 교환 및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비료살포기

비료살포기(550FRP)

비료살포기 겸 유박살포기 살포기(쪼인트식) 살포기(유압 및 유압자동)

비료살포기(500)

  (유)성원산업  17 



직파재배, 어린모 육묘에 최적!!     발아율 95%  발아 균일도 85%

이제부터는 온탕소독 겸용으로  온탕소독겸용 볍씨발아기!!

종자발아기

● 높이 : 83cm  /  직경 : 160cm

● 1회 발아용량 : 600~650㎏

● 용도 : 영농회사 및 육묘공장에 적합

● 높이 : 83cm  /  직경 : 130cm

● 1회 발아용량 : 350~400㎏

● 용도 : 일반 대농가에 적합

● 높이 : 83cm  /  직경 : 115cm

● 1회 발아용량 : 300㎏

● 용도 : 일반 농가 적합

재래 방법과 같이 침종(7~8일간 물불림)하지 않고 볍씨 소독을 한 후 발아기에 넣으면 

48시간(이틀) 만에 발아됩니다

온탕소독겸용 발아기는 소독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소독방법을 음성 안내해 드립니다

WK600

비보온발아기 간이 300형/500형 간이 300-고급형/400-고급형

WK3.5 K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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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중 시간을 알려주는
           편리한 복합형(MULTI) 소독기

부상장치를 설치하면 종자(온탕) 소독기!
부상장치를 해체하면 볍씨발아기!

종자소독기

● 소독경과시간 음성안내 및 카운트가 분 단위로 온도 창에 표시

•종자의 특성에 따라 소독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예, 종자의 껍질이 약한 종자는 7~8분 후 먼저 꺼낼 수 있다)

•작업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지루함과 불안함을 해소한다

● 소독기와 보일러 분리

•부피가 작고 이동이 용이하다

•작업장 안 공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작업자가 가까이서 매연 흡입을 줄일 수 있다

● 전기히터와 보일러 동시 가열

•초기 가열이 빠르고 작업 대기시간이 짧다

•급작스런 보일러 고장 시 전기히터 가열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종자(온탕)소독기 1대 구입으로 소독과 발아 모두 해결!!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독 경과시간 분 단위 음성안내, 분 단위 시간 표시

SUNW-600MTB SUNW-600

형   식 SUNW-600MTB SUNW-400MTB SUNW-600형 SUNW-400형

가열방식 전기히터 4㎾ + 보일러 동시 가동 전기히터

1회 발아량 600~650㎏ 350~400㎏ 600~650㎏ 350~400㎏

1회 소독량 80~90㎏/800ℓ/10분 70~80㎏/700ℓ/10분 70~80㎏ 60~70㎏

  (유)성원산업  19 



동급 최초 
     서스펜션 바이트 판 탑재

서스펜션 바이트 판 동급 최초의
서스펜션 바이트 판은 

방향의 미세조정이 가능합니다.
승차감을 향상!

주행성능에도 우수한
마루야마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마루야마 승용배토기

● 토양의 산소 보급으로 뿌리의 노화를 방지하며 유해가스 배출로 뿌리 생육 활발

● 중간말림 효과로 뿌리가 땅속 깊이 활착하여 풍수해 시 도복피해의 현저한 감소

● 일조 면적을 넓혀 왕성한 생육으로 증수 및 품질향상에 기여

● 지표수 배수의 양호로 지력 강화 및 수확 시 콤바인 작업이 용이

● 벼 수확 후 배수양호로 이모작에 절대 유리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벼의 증수 및 품질향상을 위해 배토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구 분 제   원

기 종 명 동력배토기(승용)

형 식 명 MKF-A455VE

크기(L×W×H)㎜ 1,240×575×1,010

중  량(㎏) 24.7

바퀴지름(㎜) 622

고 랑 폭(㎜) 160~180

배 기 량(㏄) 41.5

배토작업의 효과

MKF-A455VE

특허취득 완료 (특허 제4896098호)

특허 취득 기술

의자 뒤에

엔진이 장착되어
배기가스가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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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성원 동력배토기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W420(수전용)

MKF-345(수전용)

SW420P(밭전용)

배토 의 효과   -  중간 낙수, 간단 배수의 효과를 높인다.

● 토양 중에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벼가 쓰러지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 일시적인 질소흡수를 막아 벼의 갈라짐을 억제합니다.

● 악성 가스를 방출시켜, 벼가 올바르게 자라며 거름 작업 시 유효합니다

● 적체된 논의 경우, 수확 시 콤바인 작업이 쉽게 됩니다.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기 종 명 동력배토기(수전용) 동력배토기(밭전용) 기 종 명 동력배토기(수전용) 동력배토기(밭전용)

형 식 명 SW420 MKF-345 SW420P 고 랑 폭(㎜) 150~300 160~190 320

크기(L×W×H)㎜ 1,240×470×845 1,240×470×845 1,360×500×950 고 랑 깊 이(㎜) 100~300 100~130 •

작업능률(2M간격) 1,200평/시간 • 중  량(㎏) 17 13.8 23

바퀴지름(㎜) 600 배 기 량(㏄) 41.5 32 41.5

기본적인 작업 방법
1. 필요경수를 확보한 때(이삭이 갈라져 정지하는 시기)에 빠르게 시행됩니다.

2. 배토 예정일의 1~2일 전에 물을 빼고 흙 표면을 조금 단단하게 한 다음 고랑을 만들어 중간낙수를 합니다.

3. 약 2.5m 간격으로 10a 정도 6~8개의 물고랑을 만들어 논 끝부분과 연결하여 배수로로 이어줍니다.     (논의 배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삭이 되지 못하는 줄기를 억제
·뿌리내림 촉진

·하단 부분의 줄기가 길게 자라는 것을
억제하여 이삭의 성장 촉진

·뿌리내림 촉진

콤바인 작업에 쉽게
땅이 단단하게 됩니다.

뿌리내림(이삭 성장 촉진)

물이 고인 논일 경우 다시 한번 배토 작업을 하여
콤바인 등의 작업을 하기 쉽게 만듭니다.배

토
배
토

물관리

중간낙수

이삭이 갈라져 정지하는 시기 어린 벼 형성 시기

이삭 자람

유숙기

간단배수 간단배수 (상기낙수)

성숙

수확

  (유)성원산업  21 



●초강력 파워엔진 탑재 60.9/79.2cc      ●동급 최경량, 저진동, 저소음설계

●대용량 탱크 (30ℓ) ●부식 및 정전기 방지 채택

●다용도 살포기(입제, 분제, 액제)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구조

●작업기와 탱크의 원터치 체결방식 ●미세조정이 가능한 조량 장치 

●장시간 작업 시 편리한 손잡이 장착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질•성능•가격 !!   A/S 절대 만족 !!

다양한 살포기능과 초강력 파워엔진을 탑재한
동력살분무기, 동력비료살포기

친환경농법의 동반자! 
쌀겨펠렛 살포기 막힘이 없이 잘 살포됩니다

동력살분무기

동력비료살포기

작     

업     

기

형 식 명 MD8080SA MD8080SB
MD9030SA MD9030SB

크기(L×W×H)㎜ 405×560×820 405×570×820 405×560×820 405×570×820

중량(㎏) 12.5 13 13.4 13.9

약제탱크용량(ℓ) 30 30 30 30

분제(㎏/min) 8 8 9 9

입제(㎏/min) 18 18 20 20

액제(㎏/min) 4 4 4 4

최대토출거리(m) 25 25 28 28

엔    

진

명   칭 마루야마 CER600 마루야마 CER800

배기량(㏄) 60.9 79.2

최대출력(kw/ps) 2.7 (3.67) 3.36 (4.5) 

사용연료 윤활유혼합 가솔린

작     

업     

기

형 식 명 MD8080 MD9030 / MD9080

크기(L×W×H)㎜ 405×560×820 405×560×820

중량(㎏) 12.5 13.4

약제탱크용량(ℓ) 30 30

분제(㎏/min) 8 9

입제(㎏/min) 18 20

액제(㎏/min)

최대토출거리(m) 25 28

엔    

진

명   칭 마루야마 CER600 마루야마 CER800

배기량(㏄) 60.9 79.2

최대출력(kw/ps) 2.7 (3.67) 3.36 (4.5) 

사용연료 윤활유혼합 가솔린

마루야마 동력 살분무기•비료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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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동력 살분무기

●좀더 작은 미립자 (ULV)분무를 필요로 할때

(망을 통과 할때 물입자가 잘게 부서짐)

●노즐대를 움직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좀더 빠른 

작업을 원할때

●작물의 특성에 따라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조절을 원할때

●압력펌프를 이용한 꾸준한 교반작용은 확실한 혼합을 보장합니다.

●펌프의 회전, 노즐대의 높이에 관계없이 안정된 분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90도 수직분사 가능함)

●사용용도
- 키가 큰 나무, 축사 천정 등 높은 곳을 소독하거나, ULV(초미립자)분무를 원할때에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 보통 분무 작업시에는 분무노즐이 용도에 따라 구비되어 있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매품)

●스틸 특유의 진동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타사 대바 30%~40% 진동감쇄에 의해 피로감이 현저히 없습니다 

- 실제로 작업시 진동(떨림)이 크면 피로감의 상승은 물론, 보이지 않는 기계적 마모, 손실이 큽니다.

●진동발생 원인과 진동발생 지점을 분석 후 진동감쇄 설계하여, 편안한 작업은 물론 진동으로 인한 부품 마모 및 

이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진동 구별법은 분무기를 등에 메고 진동을 몸으로 느끼는 방법과 바닦에 내려놓고 회전수를 높이면

상.하, 좌.우 흔들림, 떨림으로 기계의 완성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동력살분무기  SR440

엔진 배기량(㎤) 
2행정 단기통 63.3

연료 탱크용량(ℓ) 약재 탱크용량(ℓ) 거름망눈 크기(㎜)
1.7 20 1

수평방향 살포거리(m) 분출량(ℓ/min) 본체 중량(㎏)
20(노즐교체) 0.11~3.28 12.2

3종류의 방향 조정용 노즐 커버가(망)가 있습니다.

방진장치

압력펌프 키트 (별매품)

Note : 노즐용 커버(망)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통형 분사

적용범위: 넓은지역

일반적인 분무

한쪽방향 분사

키가 작은 작물, 나무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양쪽방향 분사

고랑이 있는 밭, 비닐하우스

좌우,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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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야마 동력 살분무기

MD9100(액체전용) / MD9200

MD180DX-30

•비료 살포

•농약 살포

•조경 방재

•가로수 방재

비    료
유제살포
겸    용

●고성능 KAWASAKI 64.7㏄(최대출력 4.5마력)

●강력한 송풍작용에 의한 살포거리 혁신

●간단한 호스 교체로 농약살포와 비료살포를 하나로

●초미립자 살포작용으로 뛰어난 활착율과 약제비 절감

●45℃까지 상향살포가 가능해 과수·조경 및 축산방역에

이르는 다용도 기능 발휘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품  명 MD9100 / MD9200 품  명 MD180DX-30

치  수(㎜) 450×650×730 무게(㎏) 11.2

건조중량(㎏) 12.5 풍속량 90㎧(200mph)

엔  진 가와사키2사이클공냉식 탱크용량(ℓ) 30

배기량(㏄) 64.7 연료탱크용량 2.0

점화방식 전기 점화식 엔진모델 가와사키 TK65

기화기 다이어 프램 방식 엔진타입 2행정 가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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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70% 절감효과 : 기존 900평은 600ℓ가 소요 되나 25ℓ로 살포가능

●살포장비 마련 : 비용절감(경운기, 트랙터, 고압분무기, 호스, 자동호스릴 

필요없음)

●살포가 용이하고 인력이 절감 됨

- 기존에는 2~3인이 필요하나 혼자서 작업 가능함

- 10,000평 기준 8시간 이상 소요되나 2시간 작업 끝

●분당 6.5ℓ의 초강력 살포로 빠른시간 내에 다량의 살포가 가능함

- 수화제 사용 시 100% 혼합기능 장착  

●수직 90°까지 상향살포가 가능해 수도작, 과수, 하우스 및 축산 방역에 용이함

●기존 고압분무기 방제 시 보다 초미립 살포로 몇배의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음

파워액제세트
발명특허원 112051호

•수직 90° 살포!
•살포거리 20m!

기존 살포기보다 훨씬 시동걸기 
편리한  최신형 분무기

기존 살포기에 통만 교체!! 파워액제세트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구 분 제       원

기종명 MS-0735W MS-0835W

동  력 엔진 BE230 엔진 DE243P

단기통 2사이클 공냉식 22.5㏄

최대출력 0.58㎾/0.8㏋

연료탱크용량(ℓ) 0.8

시동방식 REVERSE START 리코일스타터방식

점화방식 T.C.I 전자점화방식

최대흡수량 7.1ℓ/min 8ℓ/min

약제탱크용량(ℓ) 25

분무압력(㎫) 3.5

크기(L×W×H)㎜ 350×465×595 395×425×635

무게(㎏) 8.8 8.5

동력 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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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하고 강력한 예취기

BK3402FL / BK3402FL-EZ
BK4302FL / BK4302FL-EZ 

BK3420FL-EZ

BK3402FLJ / BK3402FLJ-EZ
BK4302FLJ / BK4302FLJ-EZ 

충실한 방진 설계로 더욱 더 가볍고
사용하기 쉽게되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재시동 시 등에 메고 직접 시동을 걸 수 있는
   EZ-Start 방식도 있습니다

•동급 최경량! 편리한 사용!
•최경량 샤프트 사용으로 뛰어난 무게중심의 디자인!
•새로운 무게중심으로 인해 적어진 작업중 피로감!
•재시동 시 등에 메고 직접 시동을 걸 수 있는
    EZ-Start 방식도 있습니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도 싣고 다닐 수
있으며, 들고 다니기에 편리한 죠인트
샤프트 기능도 업그레이드!
※재시동 시 등에 메고 직접 시동을 걸 수 
   있는 EZ-Start 방식도 있습니다

 FLJ(분리형)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사양 및 형상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   델 BK3420FL-EZ

배기량(㏄) 33.6

출  력(㎾) 1.1

마  력(㏋) 1.5

중  량(㎏) 8.4

핸들타입 Loop

카브레터 Float

이그니션시스템 CDI

연료탱크(ℓ) 1.3

모   델 BK3402(EZ)/BK4302(EZ)

배기량(㏄) 33.6/41.5

출  력(㎾) 1.1/1.5

마  력(㏋) 1.5/2.0

중  량(㎏) 8.8/9.0

핸들타입 Loop

카브레터 Float

이그니션시스템 CDI

연료탱크(ℓ)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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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예취기

- 휴발유와 오일을 섞을 필요가 없다(4사이클)

- 간편하고 편안한 인체공학적 설계

- 2단 분리로 승용차 트렁크에 탑재 가능

경제성, 편리성 에서 만족!!

견착식

MJ4032RS/MJ421RS-BK

TB43/TB43BK

●크  기(W×H×L) : 350×485×2,2550

●엔     진 : 2사이클 마루야마

●배 기 량 : 41.5㏄

●시동방법 : 리코일방식

●중     량 : 9.7㎏

●크  기(W×H×L) : 350×485×2,550

●엔     진 : 2사이클 미쓰비시

●배 기 량 : 42.7㏄

●시동방법 : EZ-Start 방식

●중     량 : 9.2㎏
●평지에서 작업이 더욱 편리

●저중량으로 오랜시간 작업에도

   피로도 낮음

●휴대가 간편하고 조작이 손쉬운

   2단 분리형 타입으로 휴대성 향상

●강력한 힘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고성능 엔진

●가방에 넣어 간편하게 이동

(일본 마루야마 완제품)

(일본 미쓰비시 완제품)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작업효율은
대규모 영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유)성원산업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