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DA is specialized for garl ic machineries not 
only supplying our products but also introducing 
innovative garlic farming methods to share a best use 
of our products. HADA produces garlic planter, garlic 
harvester, garlic separator, garlic sorter, garlic cleaner 
and other garlic farming products. Most of major 
garlic farming countries are highly satisfied with 
HADA products.
We will continuously develop our products for the 
best garlic in the world. Thank you for your support!

president Ha, Jongwoo 

첨단화되고 효율성 있는 영농기계화를 선도하고자 ㈜하다는 오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밭작물 작업기와 농업용 로봇을 연
구, 개발 해왔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계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제품개발을 위해 오늘도 전사원이 분주하게 땀
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성원에 보답 드리겠
습니다. 

대표  하 종 우

| HADA02

| CONTENTS |

05 

06 

08 

09 

10 

12 

13

14

15 

하다 // ABOUT US

하다 연혁 // HISTORY 

마늘파종기 // GARLIC PLANTER 

농산물 선별기 // GARLIC SORTER 

땅속 작물 수확기 // GROUND CROPS HARVESTER 

퇴비살포기 // MANURE SPREADER 

로봇방제기 CEROS // CEROS SPRAYER ROBOT

농업자동화 시스템 // AGRICULTURAL AUTOMATION SYSTEM

하다 인증현황 // CERTIFICATION STATUS 



HADA | 03

하다 // ABOUT US

하다 연혁 // HISTORY 

마늘파종기 // GARLIC PL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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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동화 시스템 // AGRICULTURAL AUTOMATION SYSTEM

하다 인증현황 // CERTIFICATION STATUS 

01 벤처기업인증 (제20140400028호 14.01.17~18.01.16)  
	 Certificate of Venture company (No.20140400028 )

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2014112485호)
 마늘선별기, 땅속작물수확기 (신기종), 퇴비살포기 특허출원
	 R&D center foundation
 Patent registration (Garlic Sorter, Harvester, Manure Spreader) 

07 마늘파종기 특허등록(제10-1419417호) 등록일 2014.07.08
 퇴비살포기 CE인증(JK-MS800 CA14P2108)
	 Patent registration (Garlic Planter) 
 CE certificate (Manure-spreader) 

10 마늘파종기 PCT국제(중국)특허출원 (201380008620)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Garlic Planter) 

11 농산물선별기 CE인증 (JK-GS4M CA14P2122)
	 CE certificate (Garlic Sorter JK-GS4M)

2014

연혁 HISTORY03 케이에스에프 (개인) 설립
 Foundation of KSF

2010

05	 시설방제로봇 개발
	 Launch of a sprayer robot 

10	 CE인증 (CA15P2123) 땅속작물수확기 (JK-VS196)
	 CE certificate (HARVESTER JK-VS196)

2015

02	 CE인증 (CA16P2017) 땅속작물수확기 (JK-VS166)
	 CE certificate (CA16P2017) Harvester (JK-VS166) 

05	 신공장 완공 (익산 은기동)
	 New factory in En-gi dong 

06	 미래창조과학부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10호 지정
	 10th R&D company in Jeon-Buk R&D area. 

07	 ㈜케이에스에프에서 ㈜하다로 회사명 변경
	 Company name changed from KSF to HADA co.,ltd

2016

04	 점파식 마늘파종기상주국제농업기계박람회
 ‘기술혁신 농기계상’ 금상 수상
 HADA garlic planter was awarded a gold medal for an
 innovative tech. in 2017 Sang-Ju agricultural machinery Fair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Certificate of Ionn-Biz

10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Promising company award in Joen-buk province

2017

09	 본사 이전 (전북 익산시)  
 Move headquarter (to IKSAN)  

2011

01 트랙터형 마늘파종기 출시
 Launch of Garlic planter 

12 전북기술지주회사 투자 유치 및 법인 전환
 Business partnership with JBTH

2012

08	 일본 농기계제조기업 YANMAR와 MOU체결  
 MOU (Garlic planter) with YANMAR, Jap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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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lastic film planting system

Rotavate and plant at the same time

Precision pointing planter for a tractor

Joint research with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djustable planting distance and depth

Easy maintenance of plastic-molded cor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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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회

마늘 파종시 필수 조건 CHECK POINT BEFORE PLATING

FIELD PHOTO

파종간격 SEED SPACING* 비닐피복 파종시 주간간격 16cm 이상 조절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eogwipo-si, Jeju-do

전라남도 무안군
Muan-gun, Jeollanam-do

경상남도 창녕군
Changnyeong-gun, Gyeongsangnam-do

특징 FEATURES

주간거리 조정가능
지역에 알맞은 
주간 간격 조정으로 맞춤 파종
Easy sprocket change 
Changeable planting distance 
in column (13cm~20cm) 

강화 특수 플라스틱 원형배종 시스템
지역별 마늘 종구 크기에
맞게 배종컵 교체 가능
Pick-up disk plate
Variable pick-up sizes

강화 특수플라스틱 파종컵
손으로 심는 것처럼 
점파식 파종 가능
Robust planting cup
Light and strong with a high 
accuracy of planting.

파종 깊이 조절장치
지역에 따라 
알맞은 깊이로 조정 가능
Easy planting depth control
Planting depth can be controlled
From 0 to 7cm

충청남도 논산시
Nonsan-si, Chungcheongnam-do

❶ 소독 후 종구 건조
건조 되지 않은 종구 사용 시 마늘 투입구에 막힘 발생하여 파종율 낮아짐
이럴 경우 파종을 중단하고 종구를 건조 시킨 후 재작업 필요

❷ 종구 선별로 일정한 크기의 마늘을 호퍼에 투입하여 파종
배종컵 (대, 중, 소)에 적합한 종구를 선별한 후 파종
균일한 종자 사용을 하면 다립파종이 적어지고 파종률이 높아짐

❸ 두둑 포장 상태 확인
충분한 로터리 작업 후 두둑 상단이 평평한지 확인 후 비닐 멀칭 작업

❹ 2인 이상 동반 작업 필요
운전자 외 파종 시 높이조절 및 파종상태 확인이 필요하므로 2인 이상 작업

❺ 파종 깊이 일정 하게 유지  오른쪽 그림 참조 ▶
마늘 파종 깊이가 일정하도록 지면의 상태에 따른 높이 조절 필요



▲
전원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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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마늘) 선별기 GARLIC SORTER

• 망교체로 다양한 농산물 선별가능 - 쪽마늘, 통마늘, 주아, 밤, 대추, 매실 등
• 간단한 구조와 고능률, 고성능으로 정확한 선별
• 회전식 선별을 채택 하여 소음, 분진 문제 해소
• 디지털 속도, 키높이, 경사도 조절로 맞춤 설정

육면망 회전식 선별기

JK-GS4M   농산물(마늘) 선별기

A 1,650㎜

B 1,180㎜

C 900㎜

형식	및	규격	 전기모터식-4단 형상별 선별 
(Electric motor-four sorting sizes) Type

기체	크기	 1,650 X 920 X 1,200㎜ L	X	W	X	H

기체	중량	 121㎏ Weight

작업	속도	 800㎏ / 1시간(h) Speed

속도	조절	방식	 디지털 인버터 회전속도 조절 + 상하좌우 높이조절
( Digital Speed Control ) Speed	Control

작업	방식	 무진동 회전굴림형 (Rotating with no viberation) Working	Type

소요	동력	 0.2㎾ (0.06+0.14) / 220V Power

선별	망구조 1차 내부 원형통 (circular) + 2차 육각형 굴림통 방식 (hexagon) Sorting	mesh	type

선별	규격	 1단 (8~16㎜), 2단 (16~18㎜), 3단 (18~23㎜), 4단 (24㎜~) Sorting	Type

송풍	능력	 192㎥/h Blower	Capacity

• Hexagonal cylinder typed mesh

• Garlic bulb, Chestnut, date, plums, etc

• Easy-change of a mesh for dif ferent seeds

• Simple design and excellent sorting performance

• No noise & dust thanks to a rotational sort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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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blower Rotating with no viberation
Four-step sizing

Height adjustable The speed of sorting can be 
control by digital spe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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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망교체로	쪽마늘	/	주아	/	통마늘	선별	가능

FEATURES

EASY-CHANGE OF A MESH

조정식 송풍기
마늘 껍질을 제거해 결주율 감소 도움

Air blower

디지털 인버터 
회전 속도 조절 가능

The speed of sorting can be 
control by digital speed controller

회전식 굴림망
4단계 크기로 선별

Rotating with no viberation
Four-step sizing

높이조절 장치
작업자의 키에 맞춘 높이 조절 가능

Height adju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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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작물(마늘) 수확기 GROUND CROPS HARVESTER

• 마늘, 당귀, 맥문동, 묘목, 당근, 대파, 인삼, 약초 외 구근류 수확
•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함
• 작업환경에 따라 굴취깊이, 진동봉 탈부착, 진동폭 각도 조절이 가능
• 수확 깊이 조절이 용이한 최적 설계
• 국내 최초 교차진동방식 설계로 20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한 완성

• Garlic, angelica, seedling, carrot, onion etc.

• Simple structure, robust and easy maintenance.

• Adjustable working depth, 
    vibration angle depending on work environment.

• Cross-vibration system for 20years experience.

진동식 땅속작물(마늘) 수확기

JK-RH130 JK-RH160 JK-RH190

A 1,300㎜ 1,600㎜ 1,900㎜ A

B 1,492㎜ 1,792㎜ 2,092㎜ B

C 1,712㎜ 2,012㎜ 2,312㎜ C

D 1,135㎜ 1,135㎜ 1,135㎜ D

E 934㎜ 934㎜ 934㎜ E

형식	및	규격	 진동식 136㎝ 진동식 166㎝ 진동식 196㎝ Type

기체	크기 1,280 X 1,810 X 1,080㎜ 1,280 X 2,110 X 1,080㎜ 1,280 X 2,410 X 1,080㎜ L	X	W	X	H

기체	중량	 328㎏ 354㎏ 380㎏ Weight

적용	마력	 30-100hp 35-100hp 40-100hp Power

작업	넓이	 75-130㎝ 100-160㎝ 140-190㎝ Working	width

작업	능력	 20-25분/10a 15-20분/10a 13-18분/10a Working	efficiency

진동	봉수 10개 12개 14개 Finger	number

작업	깊이	 10 - 45㎝ Working	depth

작업	속도	 저속 1-4단 ( low speed, 1st-4th gear position ) Speed

PTO	속도	 1단 ( 540 ) 1st gear + PTO 540 Required	PTO	speed

엔진	 1,200 - 1,500rpm Engine	speed

작업	진동	방식	 중앙분리 교차상하진동식 ( Switching vibration ) Working	Type

기체	부착	방식 PTO + 3점링크 (Three-Points Link) Connecting	Type

* 사양 및 사이즈는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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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확	장면 PHOTO

충청남도 청양군 땅속작물 수확기 맥문동 수확

특징

수확원리

FEATURES

HOW TO HARVEST

교차진동 방식 설계 진동봉
작물과 흙을 분리해 작물이 흙 위로 잘 노출되도록 함

Switching viberating rod Well soil seperation from crops

멀칭비닐 동시 작업
별도의 비닐 제거 작업 필요 없이 비닐과 동시에 걷어올리면서 작업 가능

Working under a plastic film Not neccesity to remove a filem before harvesting

깊이조절로 맥문동이 손상되지 않게 수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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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살포기 MANURE SPREADER

• 후진 버켓방식으로 퍼올리고 떠서 운반 후 자체 살포작업
• 우분, 돈분, 계분, 거친퇴비, 유기질퇴비, 왕겨, 톱밥퇴비, 
     완숙퇴비, 묘판상토의 복토 등 (하우스작업 최적화)
• 발명특허출원 된 신개발기종
• 완전한 살포작업 성능은 물론 고운퇴비부터 거친퇴비까지 배출
• 이송콘베어 교반회전봉 배출방식으로 거친퇴비 살포 및 
     지푸라기 감김방지 기능강화

• As this HADA manure spreader is a self-load type (from a 
loading work to spreading work), it shows fast and superior 

performance.

• By adapting chain covey type, a wide range of manure can be 
spreaded without any blockage.

 

JK-MS600
퇴비살포기

* 트랙터 유압연결부 (퀵 커플러) 2set 필요

스스로 퍼올리는 퇴비 살포기

JK-MS600   퇴비살포기

A 1,500㎜ 1,000㎜ C

B 1,710㎜ 1,210㎜ D

형식	 트랙터 부착형 퇴비살포방식 (Self-load type) Type

적재량	 600㎏ Carrying	Capacity

기체	크기	 1,710 X 1,210 X 1,000㎜ L	X	W	X	H

적재함	크기	 850/390 X 1,500 X 750㎜ Bucket	size	L	X	W	X	H

최저	지상고	 230㎜ Ground	clearance

기체	중량	 371㎏ Weight

적용	마력	 30hp 이상 Required	Power

살포	넓이	 150㎝ Spreading	width

살포	능력	 10-30분(min)/ 10a Working	efficiency

살포양	조절방식	 유압모터 회전속도 조절식
(Hydraulic motor controller) Working	speed	control

퇴비	살포	방식	 퇴비이송체인 낙하식 (Chain conveyor) Spreading	Type

재질	 스테인레스, 철재 (Stainless & Steel) Materials

바스켓 조정 각도

* 사양 및 사이즈는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인	작업모습

살포	가능	퇴비

SELF-LOAD

살포모습 FERTILIZER SCATTERING SPRAYABLE COMPOST

논에 수분이 많은 우분을 
고르게 살포한 모습

After spreading cattle manure

하우스에 입자가 작은 
유기질비료를 고르게 살포한 모습

After spreading organic manure

특징 FEATURES

회전봉으로 엉킴 및 퇴비 막힘 방지

Widing and blockage prevention

쌓인 퇴비 쪽으로 바스켓을 내리고 
후진합니다.
Reversing toward manure

유압모터 구동방식

Hydraulic motor power

각도 조절을 통해 
더 많은 퇴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Loading manure

살포량 조절밸브 채용

Adjustable spreading amount

바스켓을 조정 하며 퇴비를 담습니다.

Adjusting bucket angle

부착이 간편한 다목적 3점 링크 
취부대 구조
Standard three point linkage

바스켓을 들어 살포장소로 이동합니다.

Move to a spread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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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Cattle manure

돈분
Pigs manure

계분
Chickens manure

유기질퇴비
Organic maure

왕겨
Rice husk

톱밥
Saw dust



전국	CEROS	분포	현황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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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방제기 CEROS CEROS SPRAYER ROBOT

• 분무량 조절 (12ℓ/min )및 분무 미립화 (최소 58~72μm)
• 최적의 절약적 방제 및 벨브 선택적 ON - OFF 가능
• 기피작업 중 하나인 인체에 유해한 농약방제 문제점 해결
•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담을 덜어 줌

• Full automatic working

• Controllable spraying capacity

• Customized-spray boom pipe

• Low labor cost and safe from noxious environment

시설재배 최적화 전자동 방제기

CEROS   자동 Full automatic working

항목 
Item

양액공급 로봇(모선)
Supplyer

방제 로봇(자선)
Sprayer robot

크기 
L X W X H 1,500X900X1,350㎜ 750X530X2,000㎜

중량 
Weight 150㎏ 30㎏

로봇 속도
Working speed Max 2.0㎧ Max 1.5㎧

정격 성능
Performance

5~6L / min: 18 m/min
12L / min: 36m/min ~ 100 m/min 

동작 시간
Operating time 3~4시간(h)

통신 거리 
Communication distance 150m 

방제 능력 
Working efficiency 700평(2,314㎡)/ 1시간(h)

비고 
Remarks 주행 레일은 별도 구성 / 양액통은 사용자 위치 고정

평택 
난

익산	서동농원 
토마토

익산	생금농장 
화훼

삼척 
파프리카

상주 
토마토

고창 
파프리카

함안 
토마토

전주	로즈피아 
화훼

논산 
오이

장흥 
딸기

* 사양 및 사이즈는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징 FEATURES

분무 각도 변경 가능

줄을 감아주는 자동권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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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무로봇을 레일위에 진입시킨 후, 권선장치대차에 있는 분무 시작 버튼을 눌러 선택적 분무 가능
• 장시간 고된 작업과 농약의 유해한 성분으로 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시스템

• Semi automatic working

• Controllable spraying capacity

• Customized-spray boom pipe

• Low labor cost and safe from noxious environment

시설재배 최적화 반자동 방제기

CEROS - SA01   반자동 Semi automatic workin

항목 
Item

양액대차
Liquid supplier

권선장치대차
Hose reel station

방제로봇+분무노즐
Sprayer robot + nozzle

크기 
L X W X H 1,000X600X1,500㎜ 800X600X1,500㎜ 750X530X2,000㎜

중량 
Weight 80㎏ 50㎏ 30㎏

로봇 속도
Working speed

수동
Manual

수동
Manual Max 1.5㎧

정격 성능
Performance 5~6L / min: 30m/min

동작 시간
Operating time 3~4시간(h)

통신 거리 
Communication distance 150m 

방제 능력 
Working efficiency 700~1,000평 (2,314㎡~3,305㎡) / 1시간(h)

비고 
Remarks 주행 레일은 별도 구성/ 양액통은 사용자 위치 고정

분사거리 최대 : 1.5M
노즐 수 10개

적용작물 : 딸기, 화훼 등

분사거리 최대 : 3M
노즐 수 12개(최대 22개)

적용작물 : 토마토, 파푸리카, 오이 등

* 사양 및 사이즈는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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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건설•산업 자동화용 제어 시스템 AUTOM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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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건설•산업 자동화용 제어 시스템 AUTOMIZATION SYSTEM
최첨단 농기계  시장의 가치 창조!

트랙터와	농작업기의	기술력	도약은	‘하다’와	함께하면	이루어	집니다.

세계	마늘	생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