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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힘이되는 친구



▶1985 TAESUNG MFG. established 

▶1998  The 1st factory established  
(TTL 19,140SQM, BLDG. 6,600SQM)  /  ISO 9001 Quality Certificate

▶1999 Incorporate to TAESUNG MFG. CO. LTD.

▶2000 CSA certificate  /  start to operate ERP system

▶2002  EM mark (Good Quality certified) from Ministry of Commerce  /   
Certified good quality products by Public Procurement 

▶2003  Start export front end loader and backhoe to USA  /  
Award export 1 million trophy 

▶2004  Initiate to export Skid loader to Australia  /   
Award export 3 million trophy

▶2005  Start to export front end loader to Australia  / Operate automatic pow-
der painting system  /  Award export 5 million trophy  /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2006 Award 10 million trophy

▶2007  The 2nd factory established (TTL 18,744SQM, BLDG. 4,801SQM)  /  Under 
construct hydraulic cylinder product line 

▶2010  Complete to construct painting line and painting heat furnace  /  Mecha-
nization of agriculture President Award 

▶2011  The 3rd factory established (TTL 8250SQM, BLDG. 3300SQM)  /  Add to 
cleaning spray facilities at painting line   

▶1985 태성공업 설립

▶1998 1공장 건립(대지 5,800평, 건평 2,000평) /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1999 태성공업 법인 전환 

▶2000 CSA 인증 획득 / ERP 시스템 도입

▶2002 우수품질 인증 EM마크 획득(산업자원부) / 조달청 우수제품인정 획득

▶2003 미국 프론트로우더 수출시작 / 수출 100만불 탑 수상 / 수출 유공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수상

▶2004 호주 스키드로우더 수출시작 / 수출 300만불 탑 수상 / 농업 기계화 유공 농림부 장관 표창수상

▶2005  호주 프론트로우더 수출시작 / 자동 도장라인 설비 구축 / 
수출 500만불 탑 수상 /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획득

▶2006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 수출 1000만불 탑 수상

▶2007  2공장 설립(대지 5,680평, 건물 1,455평) / 유압실린더 생산라인 설립

▶2010  유압실린더 열처리 도장공장 준공(총 5,680평) / 도장공장 가열로 설비준공 / 
농업기계화 대통령 단체표창

▶2011 3공장 인수(대지 2,500평, 건물 1,000평) / 도장공장 세척설비 준공

회사연혁 BRIE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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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로우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특장점  Features

릴리프 밸브

작업시 로우더에 발생하는 과부하 
위험 방지를 위해 유압을 자동조절 
하여 줍니다.

Hydraulic is automatically 
adjusted,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overlaoding the 
loader during operation. 

어큐물레이터

로우더 하강시 충격을 흡수하여 
트랙터를 보호합니다.

Hydraulic accumulator absorb 
the shock during of  loader work 
and protect the tractor. 

고 고

바브켓 타입 퀵어테치

로우더에 버켓을 연결한 후 레버를 
젖히면 단단히 잠겨져 안전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Connect the bucket to the loader 
and then release the lever, it will be 
tightly locked up for safe work.  

유로타입 퀵어테치

로우더에 버켓을 연결한 후 레버를 
젖히면 단단히 잠겨져 안전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Connect the bucket to the loader 
and then release the lever, it will be 
tightly locked up for safe work.  

고 L 고 L

간편한 로우더 탈부착 장치

공구 사용없이 좌우 고정핀 하나로 
로우더 탈부착을 최단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The loader can be installed 
and uninstalled easily with two 
fastening pins on the tractor 
without any tools.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제어밸브와 유압 연결 장치를 
부착하여 다양한 유압작업기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A variety of hydraulic working 
can be deviced and used by 
installing an electronic control 
valve and an external hydraulic 
connector. 

고 L 고 L AP

공통 전기종 공통사항  고 고급형  L L타잎  AP AP타잎

현장에서 축산농가의 분뇨수거 농산물운반, 농경지 정리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태성의 프론트 로우더는 최첨단 
설계시스템과 완전자동화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FEM테스트 과정을 거쳐 디자인된 강인한 프레임과 견고한 
붐구조, 그리고 특수설계된 유압실린더와 세겹부싱 등으로 
악조건의 작업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Taesung’s is making front end loader with the most 
advanced  drawing system and fully automate an 
assembly line as using many purpose, cleaning 
agricultural land, moving agricultural stuff etc. The 
front end loader passed FEM test and designed 
with heavy-duty frame and boom, and also specific 
hydraulic cylinder. So it can be worked well with any 
conditions.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
최다 수출량을 자랑하는 최고품질의 견고하고 강력한 로우더

The 1st terms of market share in domestic market 
The highest export sales and quality of heavy-duty and powerful front end loader. 

FRONT  
LOADER 

TAESUNG 프론트 로우더 FRONT LOADER



KTS-751 KTS-742 KTS-753 KTS-763 KTS-754 KTS-745 KTS-747 KTS-748
버켓용량 / Burket Capacity (㎥) 0.20~0.24 0.38~0.40 0.40~0.45 0.45~0.48 0.53~0.55 0.60~0.66 0.69~0.74 0.69~0.74 
최고인양높이 / Max.Lift Height (To Pivot Pin) (㎜) 2,240 2,390 2,470 2,780 2,930 3,430 3,770 4,070
인양하중(최대높이) / Lift Capacity (Max Height) (㎜) 500 680 550 1,200 1,320 1,500 1,850 1,850
버켓쏟는각 / Max.dump Angle (deg) 43 43 55 46 48 47 55 55
버켓젖힘각 / Max.Rolback Angle (deg) 40 40 30 35 46 50 50 50
중량 / Weight (㎏) 250 505 560 590 700 860 1030 1070
적용트랙터 / Tractor Out Put (hp) 20~30 30~40 30~50 40~60 45~65 60~100 90~135 135
최대버켓수평높이 / Max.Lift Height(Under Level Butket) (㎜) 2,070 2,140 2,180 2,490 2,640 3,130 3,440 3,720
최대덤프높이 / Max.Dump Height (㎏) 1,700 1,630 1,700 2,000 2,150 2,550 2,820 3,120
굴삭깊이 / Digging Depth (hp) 100 200 160 130 125 240 190 200
인양하중(지면) / Breakout Force (㎏) 640 850 1,310 2,410 2,170 2,300 2,150 2,150

편리한 유압호스 커플러

로우더측의 유압호스 연결이 
간단하여 다양한 유압작업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 variety of hydraulic working ca 
be used with simple connection 
by quick coupler.

플로팅, 버켓 보호 기능 제공

버켓을 내린 후 레버를 한번 더 
밀면 플로팅 기능 위치로 변환되어 
로우더를 보호합니다. 버켓 작업 
중 단단한 장애물을 만나면 
버켓 연결부가 자동으로 꺽여져 
로우더와 트랙터를 보호합니다.

When the bucket down and push 
the lever, the floating feature is 
turned on itself to protect the loader. 
When the bucket meet obstacles, 
bucket connector fold automatically. 
It helps to protect loader and tractor.   

KTS-745 KTS-747 TS800LTS600L TS1200LKTS-748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고급형로우더 Deluxe Loader

performing

bucket

어큐뮬레이터 ○ ○ ○

솔레노이드 밸브 △ △ △ △ △ △ △ △

릴리프 밸브
싱글타입 ○ ○ ○ ○ ○

듀얼타입 ○ ○ ○

퀵 어테치 
유로타입 △ △ △ △ △ △ ○ ○

바브켓타입 △ △ △ △ △ △ △ △

버켓 

일반타입 ○ ○ ○ ○ ○ ○

유로타입 △ △ △ △ △ △ ○ ○

바브켓타입 △ △ △ △ △ △ △ △

부착작업기

4IN1 △ △ △ △ △ △ △ △

그래플 △ △ △ △ △ △ △

지게발 △ △ △ △ △ △ △

스피어 △ △ △ △ △ △ △

TS600L TS700L TS800L TS1000L TS1200L

버켓용량/Bucket Capacity (㎥) 0.33 0.38 0.41~0.45 0.5 0.55
최고인양높이/Max. Lift Height (mm) 2800~2900 2900~3000 3100~3200 3300~3400 3500~3600
상용인양하중/Normal Lift Weightv (kg) 600~700 730~800 900~1000 1100~1200 1200~1300
최대인양하중/Max. Lift Weight (kg) 650~750 800~900 1000~1200 1200~1400 1400~1500
최대젖힘각/Max. Tilt Angle (deg) 40~45˚ 40~45˚ 40~45˚ 40~45˚ 40~45˚
최대쏟음각/Max. Dump Angle (deg) 80˚ 80˚ 80˚ 80˚ 80˚
중량/Weight (kg) 520 574 594 861 520
적용트랙터/Tractor Out Put (hp) 46~58 46~68 70~95 86~110 110이상

L타입로우더 L Type Loader

어큐뮬레이터 △ △ 
솔레노이드 밸브 △ △ △ △ △

릴리프 밸브
싱글타입 ○ ○ ○ ○ ○

듀얼타입

퀵 어테치 
유로타입 △ △ △ △ △

바브켓타입 △ △ △ △ △

버켓 

일반타입 ○ ○ ○ ○ ○

유로타입 △ △ △ △ △

바브켓타입 △ △ △ △ △

부착작업기

4IN1 △ △ △ △ △

그래플 △ △ △ △

지게발 △ △ △ △

스피어 △ △ △ △

○ 기본사양  △ 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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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양  Specifications

공통

공통

스탠드

로우더 탈부착시 지면의 상태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어 안정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When the loader install and 
uninstall,  it will be possible to 
control the height according to 
ground condition, heavy-duty 
designed, easy and safe install.

일렉트릭 조이스틱레버

레버에 부착된 버튼을 사용하여 
솔레노이드 밸브의 유로를 변경 
함으로 부착작업기의 실린더로 유압을 
공급할수 있으며 레버1개로 붐 상승과 
하강, 버켓 작동 및 부착 어테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The electric joystic lever button 
can change hydraulic valve line 
and supply valve pressure to 
cylinder, It is possible to move 
up and down boom and bucket  
by only one lever. 

고 L AP 공통

TAESUNG 프론트 로우더 FRONT LOADER



TS41, 45-AP TS80-AP TS120-AP

TS30-AP TS-41 TS45-AP TS50-AP TS-51  TS80-AP TS100-AP TS120-AP 

버켓용량/Bucket Capacity (㎥) 0.12~0.22 0.25~0.30 0.3 0.33 0.38 0.41~0.45 0.5 0.55
최고인양높이/Max. Lift Height (mm) 2250~2460 2700~2800 2700~2850 2800~2900 2900~3300 3200~3400 3450~3600 3450~3600 
상용인양하중/Normal Lift Weightv (kg) 300~400 450~550 450~550 500~600 630~700 750~850 850~980 880~1000 
최대인양하중/Max. Lift Weight (kg) 500~600 500~600 500~600 550~650 800~900 900~1000 900~1000 950~1050 
최대젖힘각/Max. Tilt Angle (deg) 40~45˚ 40~45˚ 40~45˚ 40~45˚ 40~45˚ 40~45˚ 40~45˚ 40~45˚ 
최대쏟음각/Max. Dump Angle (deg) 80 80 80 80 80 80 80 80
중량/Weight (kg) 360 450 505 520 574 594 861 920
적용트랙터/Tractor Out Put (hp) 16~30 35~45 35~45 46~58 46~68 70~95 86~110 110이상 

AP타입 로우더 AP Type Loader

자동형 로더 버켓 수평유지 장치

자동형 로더는 평행 링크를 
채택하여 붐 작동시 버켓의 
수평유지가 수동형 로우더보다 
상당부분 개선 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Using an automatic bucket 
horizontal holder and parallel 
linking, bucket maintain 
horizontality just by operating 
boom. It designed and 
improved to manual bucket. 

유압컨트롤 레버

원터치 유압 컨트롤 레버는 붐과 
버켓 작동을 신속하게 해주어 
작업능률을 높여 줍니다.

A one-touch hydraulic control 
lever allow to work boom and 
bucket quickly, easily. It helps for 
efficent work.   

공통 공통

어큐뮬레이터 

솔레노이드 밸브 △ △ △ △ △ △ △ △

릴리프 밸브
싱글타입

듀얼타입

퀵 어테치 
유로타입 △ △ △ △ △ △ △ △

바브켓타입 △ △ △ △ △ △ △ △

버켓 

일반타입 ○ ○ ○ ○ ○ ○ ○ ○

유로타입 △ △ △ △ △ △ ○ ○

바브켓타입 △ △ △ △ △ △ △ △

부착작업기

4IN1 △ △ △ △ △ △ △ △

그래플 △ △ △ △ △

지게발 △ △ △ △ △

스피어 △ △ △ △ △

○ 기본사양  △ 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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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살포기MANURE 
SPREADER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10t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4.5t

퇴비살포기는 국내최초로 수직형과 수평형 모두를 자체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퇴비이송을 유압실린더 방식을 채택하여 퇴비살포량 
을 조절가능함과 동시에 특수 설계된 비터날로 완벽한 회전력을 
발휘하며 대량의 퇴비살포가 가능합니다.

Taesung made it itself vertical and horizontal type both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Hydraulic cylinder manure 
transporting system can make to control spreading manure 
quantity and also it is possible to spread wide and big 
amount of manure with strong beateraxle spinning. 

최소 유압력으로 살포속도와 살포량을 완벽하게 제어한다!
It can be controlled spreading speed and quantity with minimize hydraulic pressure power. 

주요사양  Specifications

TAESUNG 프론트 로우더 FRONT L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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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Features 공통 전기종 공통사항  수평 수평형공통  수직 수직형공통  10t 10톤

반영구적인 수명 합성 수지판

적재함 바닥과 측면을 부식의 염려 
없이 수명이 반영구적인 합성 
수지판을 적용하였습니다.

This was made with quasi-
permanent lifespan synthetic 
resin boards, solving corrosion 
problems with the loading 
container and sides.

유압실린더 퇴비이송방식

퇴비 이송을 2단 유압실린더를 
적용 하였으며 트랙터 외부유압을  
이용하도록 구성하여 사용이 편리 
합니다.

Completely it solved breakdown 
due to chain corrosion with 
using an ultra-precision 
hydraulic cylinder manure 
transporting system.

바퀴받침대

주,정차시 바퀴를 고정시켜주어 
경사진 곳에서의 작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The stand fix tyres at parking 
area and make to work safely 
even in angled place.  

견고한 특수 비터날

견고하게 특수 설계된 비터날은 높은 
강도와 완벽한 회전력을 발휘 합니다.

The beater designed specially 
sturdiness and provide high-
intensity and perfect revolving 
performance. 

유압실린더 속도 조절장치

퇴비의 이송을 위한 유압 실린더의 
속도를 조절하여 퇴비의 퍼짐과, 
살포 속도를 조절합니다.

Manure spreding and its speed 
can be adjusted by modifying 
the speed of the hydraulic 
cylinder when transportin 
manure.

슬라이드 방식 비터 개방 장치

유압 실린더와 체인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안정적인 개폐가 이루어 집니다.

Safety open and close with 
hydraulic cylinder and chain.

오버러닝 클러치(Over Clutch)

트랙터 동력 정지시 비터만을 
공회전 시켜서 부하를 
해제시켜주는 안전장치 입니다.

Only idling beater when the 
tractor power off.

고성능 2축선형비터

국내 최초로 고성능 선형 2축의 
나선형 비터를 적용하였으며 
최대 RPM 540 고성능 회전력이 
가능하며 퇴비의 비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High performance two spiral 
beater / MAX RPM 540

공통

공통

공통

수직

공통

공통

수직

수직

TS-25H TS-35H TS-45H

horizontal / 수평 비터 
TS-25H(2.5ton) TS-35H(3.5ton) TS-45H(4.5ton) 

장비 전체 길이 / Overall Length 4535 4955 5450
적재함 내부길이 / Inside Box Length 2340 3150 3150
적재함 내부 깊이 / Inside Box Depth 670 785 790
적재함 내부 넓이 / Inside Box widght 1420 1525 1525
장비 전체 높이 / Overall Height 1440 1790 1790
바퀴 사이즈 / Tier Option Used 11.5/80-15.3-12 ply / 2개 12.5/80-15.3-14 ply / 2개 12.5/80-15.3-14 ply / 2개 
적재함 지면 높이 / Loading Height 1440 1548 1548
장비 전체 넓이 / Overall Tread Width 2130 2325 2325
타이어 지면 높이 / Ground Clearance 415 415 415
사양 / SPECIFICATIONS 　 　 　 
최대 적재무게 / Maximum Net -ton 2.5ton 3.5ton 4.5ton 
비터 개수 / Beater Number of standard 1 2 2
비터 직졍 / Diameter 650 X 1440 610 X 1440 610 X 1560 
upper spinner  x 350 X 1690 780 X 1770 
과부하 방지장치 / Overoad Protection 없음 /over running clutch 없음 / over running clutch 없음 / over running clutch 
비터 탕부착 여부 / Removable Beater Assembly 있음  있음  있음  
비터회전 - 트랙터 PTO사용 / Beater PTO Drive 　 　 　 
회전 RPM / RPM min0 / max 360 min0 / max 360 min0 / max 360 
퇴비 이송방식 / Pusher 유압 / 실린더 유압 / 실린더 유압 / 실린더 
타이어 축타입 / Axle Type tandem / 없음 tandem / 없음 tandem / 있음 
트랙터 적용 마력 / Tractor Requirement-PTO HP 35 HP 이상 50 HP 이상 70 HP 이상 

주요사양  Specifications

높은비산성능 수평형비터축

회전 밸런스가 양호하여 비산 성능을 
높여주는 수평형 비터 축과 퇴비 
유실 방지용 상부 보조 비터를 추가 
하였습니다.

The horizontal beater axle and 
manure leakage prevention 
system improve a balance 
during spinning and enhance 
spreading performance. 3.5 / 4.5톤 2.5 / 3.5 / 4.5톤

넓은 비산성능 수직형비터축

2축 수직형 비터를 장착하여 
광범위 살포가 가능합니다.

2 axis vertical beater can be 
fitted with a wide spray

TAESUNG 퇴비 살포기 MANURE SP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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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S-30H TS-50H TS-60H TS-100H

VERTICAL BEATER / 수직 비터 

TS-30H(3ton) TS-40H(4ton) TS50H(5ton) TS60H(6ton) 
장비 전체 길이 / Overall Length 4965 5820 5820 5800
적재함 내부길이 / Inside Box Length 2520 3210 3210 3000
적재함 내부 깊이 / Inside Box Depth 850 775 978 1000
적재함 내부 넓이 / Inside Box widght 1355 1530 1530 1700
장비 전체 높이 / Overall Height 2055 2220 2230 2400
바퀴 사이즈 / Tier Option Used 11.5/80-15.3-12 ply 12.5/80-15.3-14 ply 12.5/80-15.3-14 ply 12.8/80-15.3 
적재함 지면 높이 / Loading Height 1623 1548 1760 1900
장비 전체 넓이 / Overall Tread Width 2130 2340 2340 2330
타이어 지면 높이 / Ground Clearance 445 445 445 415
사양 / SPECIFICATIONS 　 
최대 적재무게 / Maximum Net -ton 4ton 4ton 5ton 6ton 
비터 개수 / Beater Number of standard 2 2 2 2
비터 직졍 / Diameter 788 X 1220 828 X 1325 828 X 1325 670x1410 
Lower spinner  780 X 71.5 780 X 85 780 X 85 800x90 
과부하 방지장치 / Overoad Protection 있음 /over running clutch 있음 / over running clutch 있음 / over running clutch 있음 / over running clutch 
비터 탕부착 여부 / Removable Beater Assembly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비터회전- 트랙터 PTO사용 / Beater PTO Drive 　 　 　 　 

회전 RPM / RPM min0 / max 360 min0 / max 360 min0 / max 360 min 0 / max 360 
퇴비 이송방식 / Pusher 유압 / 실린더 유압 / 실린더 유압 / 실린더 유압 / 실린더 
타이어 축타입 / Axle Type tandem / 없음 tandem / 없음 tandem / 있음 tandem / 없음 
트랙터 적용 마력 / Tractor Requirement-PTO HP 43 HP 이상 70 HP 이상 80 HP 이상 90ps 

VERTICAL BEATER / 수직 비터 

TS100H(10ton) 
장비 전체 길이 / Overall Length 6743
적재함 내부길이 / Inside Box Length 4200
적재함 내부 깊이 / Inside Box Depth 1400
적재함 내부 넓이 / Inside Box widght 1950
장비 전체 높이 / Overall Height 2826
바퀴 사이즈 / Tier Option Used 19.0/45-17 
적재함 지면 높이 / Loading Height 2460
장비 전체 넓이 / Overall Tread Width 2300
타이어 지면 높이 / Ground Clearance 350
사양 / SPECIFICATIONS

최대 적재무게 / Maximum Net -ton 10ton 
비터 개수 / Beater Number of standard 2
비터 직졍 / Diameter 800x1750 
Lower spinner  800x90 
과부하 방지장치 / Overoad Protection 있음 / over running clutch 
비터 탕부착 여부 / Removable Beater Assembly 있음  
비터회전- 트랙터 PTO사용 / Beater PTO Drive 　 

회전 RPM / RPM min 0 / max 540 
퇴비 이송방식 / Pusher chain / gearbox 
타이어 축타입 / Axle Type tandem / 있음 
트랙터 적용 마력 / Tractor Requirement-PTO HP 120 HP 이상 

체인이송방식

퇴비 배출시 체인으로 이송하여 
작업시 고르고 균일한 살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It can make wide and steady 
amout of spreading with chain 
transporting system

체인 텐션 장치

체인 구동시 쳐짐 방지 및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The function of precenting 
overload and tilting

체인 구동 유압 감속기

퇴비의 이송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살포작업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It control manure transporting 
and make a balance during 
manure spread. 

 10t  10t

 10t

고성능 2축선형비터

국내 최초로 고성능 선형 2축의 
나선형 비터를 적용하였으며 
최대 RPM 540 고성능 회전력이 
가능하며 퇴비의 비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High performance two spiral 
beater / MAX RPM 540

 10t
주요사양  Specifications

텐덤엑슬 2축 바퀴

비포장 주행시 하중에 의한 자동 
텐션 장치로 차체를 보호해 줍니다.

Automatic tension while drive 
off-road. 

 5톤, 10톤 수직

프라이어리티 밸브

프라이어리티 밸브를 적용하여 
유압량을 조절하여 분배 시켜 줍니다.

It devide and control hydraulic 
pressure with priority valve. 

  수직

TAESUNG 퇴비 살포기 MANURE SPREADER



TS-LC-3000 TS-LC-4000 TS-LC-5000 TS-LC-6000
살포방식 / Spray Type 원거리 겸용형 / Long Distance Type

기체크기 
Dimensions

길이/Length (mm) 5450 6290 6305 6305
폭/Width (mm) 1940 1955 2000 2000
높이/Width (mm) 2440 2490 2490 2490

탱크용량 / Tank Capacity (l) 3000 4000 5000 6000
상용회전수 / Regular rpm (rpm) 540 540 540 540
최대토출량 / Max. Eject (l/min) 5000 5000 5000 5000
최대흡입량 / Max. Suction (l/min) 2000 2000 2000 2000
최대살포량 / Max. Spray (l/min) 962 905 903 903
작업능률 / Work Efficiency (min/10a) 2.5 2.5 2.8 2.8

TS-LS-3000 TS-LS-4000 TS-LS-5000 TS-LS-6000
일반 살포형 / Normal Type

5450 6290 6305 6305
1940 1955 1960 2000
2165 2490 2490 2490
3000 4000 5000 6000
540 540 540 540
36 3800 5000 5000

1705 1705 1705 1705
962 905 903 903
2.8 2.8 2.8 2.8

특장점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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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비료살포기
LIQUID
MANURE 
SPREADER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액체비료살포기의 가장 중요한 펌프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이탈리아의 줄리아사의 제품을 채택, 초강력 펌프장착으로 최고의 
흡입력, 토출성능을 발휘하고 이중 분뇨역류 안전밸브는 펌프로의 
분뇨유입을 방지해주며 투명유리창으로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60미터까지 분사가 가능하고 10~15미터폭의 부채꼴로 
살포되는 고성능 후방살포분사관이 장점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is a pump. Taesung choosed 
the pumb which was well-known Julia Pump of Italia It 
shows the greatest absorption and spreading performance 
equipped with the powerful pump Max spreading distance 
is 60M , and it is possible to spread 10 - 15M by fan-shaped.

세계적인 이태리 줄리아 펌프의 강력한 파워!!
완벽한 안전장치, 정확하고 균일한 살포성능!!

The powerful performance, perfect safety devices, precise qand even spreading performance of the world-renowned Julia Pump of lraly!!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2중분뇨 역류 안전밸브 및 투명창

펌프로의 분뇨유입을 방지해주는 2중 
분뇨역류 안전밸브및 내부 확인용 
투명 유리창을 부착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The two-tier night-soil reflux 
safety valve prevents soil from 
overflow into the pumps, and a 
glass window can make them 
check outside. 

원거리 살포용 스프레이건 부착

원거리 원심 펌프 및 스프레이건 
부착으로 운전석에서 유압으로 
손쉽게 360̊ 회전 작동 가능 합니다.

It can be easily operated at 
driver seat for 360 degree 
revolutions due to long distance 
centrifugal pump and spray gun.  

뛰어난 기동성 광폭타이어

주,정차 특수 브레이크가 내장된 
초광폭 타이어로 습지에서도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The ultra-wide tyres make good 
stopping and safe parking. It 
also helps not to sink at swamp 
and not to slip on wet condition. 

청소가 손쉬운 탱크 후면 개폐장치

탱크후면에 개폐장치를 이용하여 
탱크내부 수리 및 청소를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Tank can open and close at 
rear side. It can clean and repair 
easily.

TS-LC-3000 TS-LC-5000 TS-LS-6000

주요사양  Specifications

TAESUNG 액체비료살포기 LIQUID MANURE SPREADER



그레이더GRADER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농가의 농지정리, 나아가 제설작업 
기능까지 사용범위가 광범위 하여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It can be used many purpose like to remove farm excrem- 
ents, farm land arrangement, cleaning snow etc.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는 물론 제설작업까지 !!
Cleaning snows and even Removing farm excrements

주요사양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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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명 규격 구분 실린더 개수

그레이더(유압형)-단날형

TSG-180 180cm 30HP이상 1

TSG-210 210cm 50HP이상 1

TSG-240 240cm 60HP이상 1

TSG-270 270cm 70HP이상 1

TSG-300 300cm 80HP이상 1

그레이더(유압형)-양날형

TSG-180 180cm 30HP이상 2

TSG-210 210cm 50HP이상 2

TSG-240 240cm 60HP이상 2

TSG-270 270cm 70HP이상 2

TSG-300 300cm 80HP이상 2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특장점  Features

유압실린더

유압실린더를 적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It can be operated any angle 
work to use hydraulic cylinder. 

3점링크

트랙터 후면의 3점링크에 
적용 가능하여 작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PL can equip on tractor, That 
makes to expand working area.  

회전을 통한 제설작업

그레이더 날의 좌, 우 각도 조절로 
분뇨나 제설물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Glader blade can move left and 
right side, that makes discharge 
wherever you like.

양날형

그레이더 날의 후면 채용으로 
트랙터 후진시에도 동일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Workable to forward and 
backward with tractor.

TSG-210 단날형 TSG-210 양날형

TAESUNG 그레이더 GRADER



* 제설기 국내최초 특허 획득제품 10-2001-0003247 / 10-2002-0003391
Snow plow is the product of the first time patent in Korea 10-2001-0003247 / 10-2002-00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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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기SNOW 
BLADE

제설기는 제설작업뿐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분뇨작업 처리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초 고탄성 특수 스프링을 적용하여 
제설작업중 노면의 돌발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트랙터 및 로우더를 
보호해 줍니다.

It can be used many purpose like to remove farm excrements, 
cleaning snow etc. It protect implements and tractor with 
accumulator function at paved or unpaved road condition.

야무지고 빠른 제설 작업!!
Strong and Fast removing snow work!!

TS-220

길이 L (mm) 945
높이 H (mm) 765
폭 W (mm) 2,230

제설판
h (mm) 578
W (mm) 2,230

프레임
FW(mm) 1,350
FH(mm) 440

좌/우 경사각(˚) 46
노면 적응각(˚) 32
적용 트랙터 45HP 이상

로우더형 제설기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특장점  Features

특수 스프링

제설 작업중 노면에 부하가 발생시 
스프링의 틸팅 작용으로 인하여 
기대를 보호해 줍니다.

It protect tractor and implement 
from the shock by spring coil's 
tilting function.

유압실린더

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제설 
작업시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It can be operated any angle 
work to use hydraulic cylinder. 

폭 조정형 브라켓

태성공업 제설기는 타사의 
로우더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폭조절 브라켓을 가능 하도록 적용 
하였습니다.

Taesung snow plow is 
applicable any types loader.

3점링크 부착

트랙터 후면의 3점링크에 적용 
가능하여 작업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Taesung snow plow is 
applicable with 3PL. 

TS-220

주요사양  Specifications

TAESUNG 제설기 SNOW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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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블로워SNOW 
BLOWER

스노우블로워는 중앙 집진부에 강력한 팬을 장착하여 대량의 
제설작업에 적합하며 발설구의 위치 조정이 원활하여 원하는 
위치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The strong fan was equiped the middle of a dust collector. 
This machine is suitable for removing bulk snow work and 
can control discharge any side.

대용량의 눈도 빠르고 신속한 제설작업 실현!!
Fast and Strong of removing bulk snow work!!

TSB-2400

길이 L (mm) 945
높이 H (mm) 765
폭 W (mm) 2,230

제설판
h (mm) 578
W (mm) 2,230

프레임
FW(mm) 1,350
FH(mm) 440

좌/우 경사각(˚) 46
노면 적응각(˚) 32
적용 트랙터 45HP 이상

팬

강력한 팬 구조의 적용으로 대량의 
눈도 밖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It can discharge bulk snow with 
the strong fan. 

유압모터회전

배출가이드를 유압모터로 작동시켜 
360' 회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It can discharge snow any 
angles. (0 - 360 degree)

발설구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발설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눈을 보다 멀리 
배출시켜줍니다.

It can make any discharge angle 
and further discharge with 
hydraulic cylinder.  

높이조절 가이드

가이드의 높이 조정이 쉽기 때문에 
노면의 상태에 따라 높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It is easy to handle the height 
control at road condition. 

중앙 집중식 오우거

좌,우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오우거는 눈을 중앙으로 수집하기 
적합 합니다.

It is able clockwise and count-
clockwise, and it is enable to 
collect snow to the middle.

기어박스

듀얼타입 기어박스로  
트랙터 PTO의 회전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The gear box is dual type. It is 
enable to allow any tractor’s 
PTO spinning direction. 

특장점  Features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주요사양  Specifications

TAESUNG 스노우블로워 SNOW BLOWER



스위퍼SWEEPER

로우더 장착형으로 도로 및 인도청소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 
제품은 폴리 및 와이어가 결합된 브러쉬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청소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징으로는 프론트링크가 장착된 
편리한 A프레임 커플러 적용으로 유압펌프 탈부착이 가능하며 
대용량 PTO펌프를 장착하였습니다. 도로청소 뿐 아니라 골프장 
유지관리,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This machine is useful for cleaning road with poly and wired 
brush. It can be applied with loader. Specially front linkage, 
A frame coupler is enable to install and uninstall hydraulic 
pump easily, equiped bulk PTO pump. Even cleaning road, 
golf course management, removing snow etc.

도로청소나 제설작업에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함!!
Powerful and suitable for cleaning road and Removing snow!!

특장점  Features

SWF65 SWL88 SWL120

형식 / Type
후런트링크장착형 

퀵A후레임 결합방식
로더장착형 

퀵어태치 결합방식
로더장착형 

퀵어태치 결합방식

드라이브 / Drive
후런트 또는 리어PTO 구동 

조인트, 감속기
유압모터 구동방식 

PTO펌프유니트장착
유압모터 구동방식 

PTO펌프유니트장착

회전 / Swing 유압실린더, 좌우 20도 유압실린더, 좌우 30도 유압실린더, 좌우 30도

장 x 폭 x 고 / L x W x H 1100 x 1880 x 803mm 1644 x 2496 x 838mm 1694 x 3308 x 888mm
브러쉬폭 / Brush Width 1650mm 2236mm 3048mm
브러쉬 / Brush 폴리,와이어 24"x6.38" 폴리,와이어 32"x10" 폴리,와이어 36"x10"
무게 / Weight 210kg 400kg 48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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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로우더장착용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전방PTO형
편리한 스탠드

4개 스탠드 적용으로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Safety by applying four-stand.

브러쉬

폴리 및 와이어 결합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Efficent and powerful cleaning 
by mixed poly and steel wired 
brush.

스위퍼 탈부착

로더에 장착하며 국제규격(ISO) 
퀵어태치 적용으로 편리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Installation with loader  /  ISO 
quick attachment.

PTO펌프

대용량 PTO 펌프장착으로 고속의 
브러쉬 작업이 가능합니다.

Big volume PTO pump for 
efficent performance.

폭넓은 회전기능

유압실린더 적용으로 좌,우측 
회전이 가능합니다.

It is enable to Left and Right 
moving by hydraulic cylinder. 

충격흡수장치

고탄성 스프링과 연결된 더블체인 
적용으로 부드러운 충격 흡수가 
이루어 집니다.

Absorbing bumping by double 
chain and coil.

유압모터

고성능 듀얼 유압모터의 
장착으로 안정적인 유압작동을 
가능케합니다.

High performance two hydraulic 
motors.

유압탱크

편리한 A프레임 커플러 적용으로 
유압펌프 탈부착이 용이 합니다.

A frame coupler is enable to 
install and uninstall hydraulic 
pump easily.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주요사양  Specifications

TAESUNG 스위퍼 SWEEPER



백호

강력한 굴삭력과 빠른 인양력을 모두 갖추어 효율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좌우 최대 180도 회전이 가능하여 
작업반경이 넓으며 붐락 및 스윙락 장치로 이동시 안전합니다.  
편리한 조이스틱 레버는 작업효율을 한층 높이고 광폭포크식 발판은 
지면에 확실하게 지지해 보다 안정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Taesung backhoe has powerful excavation, quick lifting 
performance, speedy and precision work performance. 
Swing post has a wide working range which is from left 
to right revolution up to 180 degree.  A swing lock device 
ensures safety moving. The easy-to-use joystick lever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wide fork type foot takes 
much safer work circumstance.  

BACK-HOE

능률적인 운전석

체형에 맞추어 조절 가능한 시트와 
편리한 조이스틱 레버는 작업 
효율을 한층 더 높여 줍니다.

The seat is adjustable for each 
farmer’s style and the easy-to-
use joystick lever increase work 
efficiency. 

폭넓은 스윙포스트

좌ㆍ우 최대 180̊ 회전으로 작업반경이 
넓으며 스윙락 장치로 이동시 
안전합니다.

Swing post has a wide working 
range which is from left to right 
revolution up to 180 degree. A 
swing lock device ensures safety 
moving. 

안정된 포크식 발판

광폭 포크식 발판 사용으로 지면에 
확실하게 지지 하므로 보다 안정된 
작업이 가능합니다.

Wide fork type foot takes much 
safer work circumstance.

견고한 버켓 연결부

버켓의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토크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고강도로 
설계 되었습니다.

The backhoe was designed for 
high durability to maximize the 
torque for enhanced bucket 
efficieny. 

견고한 붐과 암

C형 강판을 절곡 구조법으로 겹쳐서 
용접을 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Boom design is C type 
overlapped by welding for 
durability.

고압용 유압 실린더

초정밀 가공된 유압실린더는 
고압용 시일링을 사용하여 최고의 
내구성을 실현 하였습니다.

The high-precision 
manufactured hydraulic cylinder 
maximize durability by using a 
high-pressure seal.

안정적인 운송

옵션으로 버켓에 추가 장착하여 
중량의 목재, 바위 등을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Enable to move heavy stuff 
safely by using fixed equipment.

넓은 작업 범위

대형 트랙터용 굴삭기로 덤프,굴삭 
성능이 우수합니다.

Superior working as high 
performance excavator.

특장점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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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굴삭력과 빠른 인양력으로 효율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
Taesung backhoe has powerful excavation, quick lifting performance, speedy and precision work performance!!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TAESUNG 백호 BACK-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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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KTS-662B KTS-663B KTS-664B KTS-665B 
Digging depth(two foot flat bottom) 2134mm/84" 19400mm/76.3" 2280mm/89.7" 2400mm/94.4" 
Reach from center of Swing Pivot 2895mm/113.9" 2875mm/113.1" 3180mm/125.1" 3460mm/136.1" 
Loading Height(bucket at 60°) 1326mm/52.2" 1615mm/63.6" 1840mm/72.4" 2040mm/80.3" 
Transport Height(maximum) 1792mm/70.5" 1906mm/75.0" 2120mm/83.5" 2360mm/92.9" 
Transport Overhang 1240mm/48.8" 1105mm/43.5" 1245mm/49.0" 1280mm/50.4" 
Bucket Rotation 163° 180° 180° 180° 
Shipping Weight-Backhole 
(without bucket) 298kg/657lbs 357kg/787lbs 485kg/1,069lbs 500kg/1,102lbs 

Boom Cylinder 
Φ60xΦ35x575L 

/Φ2.36"xΦ1.38"x22.63"L 
Φ70xΦ40x586L 

/Φ2.75"xΦ1.57"x23.07"L 
Φ70xΦ40x620L 

/Φ2.75"xΦ1.57"x24.41"L 
Φ70xΦ40x636L 

/Φ2.75"xΦ1.57"x25.04"L 

Bucket Cylinder 
Φ65xΦ35x535L 

/Φ2.56"xΦ1.38"x21.06"L 
Φ60xΦ35x535L 

/Φ2.36"xΦ1.38"x21.06"L 
Φ60xΦ35x535L 

/Φ2.36"xΦ1.38"x21.06"L 
Φ60xΦ35x630L 

/Φ2.36"xΦ1.38"x24.80"L 

Dipperstick Cylinder 
Φ65xΦ35x524L 

/Φ2.56"xΦ1.38"x20.63"L 
Φ60xΦ35x524L 

/Φ2.36"xΦ1.38"x20.63"L 
Φ65xΦ35x597L 

/Φ2.56"xΦ1.38"x23.50"L 
Φ70xΦ40x708L 

/Φ2.75"xΦ1.57"x27.87"L 

Swing Cylinder 
Φ60xΦ35x387L 

/Φ2.36"xΦ1.38"x15.24"L 
Φ60xΦ35x398L 

/Φ2.36"xΦ1.38"x15.67"L 
Φ60xΦ35x398L 

/Φ2.36"xΦ1.38"x15.67"L 
Φ60xΦ35x398L 

/Φ2.36"xΦ1.38"x15.67"L 

Stabilizer Cylinder 
Φ50xΦ30x465L 

/Φ1.97"xΦ1.18"x18.31"L 
Φ60xΦ35x446L 

/Φ2.36xΦ1.38x17.56"L 
Φ60xΦ35x446L 

/Φ2.36xΦ1.38x17.56"L 
Φ60xΦ35x446L 

/Φ2.36xΦ1.38x17.56"L 

Teeth Q’ty Struck Capacity Heaped Capacity TS-6PShipping Weight

9” 3 1.05 cu.ft. 1.18 cu.ft. 172 lbs.

12” 3 1.39 cu.ft. 1.7 cu.ft. 179 lbs.

16” 3 1.84 cu.ft. 2.39 cu.ft. 190 lbs.

18” 4 2.09 cu.ft. 2.77 cu.ft. 194 lbs.

24” 5 2.77 cu.ft. 3.8 cu.ft. 212 lbs.

32” 6 4.16 cu.ft. 5.91 cu.ft. 243 lbs.

KTS-665BKTS-664BKTS-663B

주요사양  Specifications 특장점  Features

KTS-684B KTS-685B  
Digging depth(two foot flat bottom) 2429mm/95.6" 2711mm/106.6" 
Reach from center of Swing Pivot 3145mm/123.8" 3423mm/134.8" 
Loading Height(bucket at 60°) 1818.1mm/75.6" 2311mm/90.9" 
Transport Height(maximum) 1875.6mm/73.8" 1991.3mm/78.4" 
Transport Overhang 1245.1mm/49.0" 1283mm/50.5" 
Bucket Rotation 180° 180° 
Shipping Weight-Backhole 
(without bucket) 

Φ70xΦ40x620L 
/Φ2.75"xΦ1.57"x24.41"L 

Φ70xΦ40x636L 
/Φ2.75"xΦ1.57"x25.04"L 

Boom Cylinder 
Φ60xΦ35x535L 

/Φ2.36"xΦ1.38"x21.06"L 
Φ60xΦ35x630L 

/Φ2.36"xΦ1.38"x24.80"L 

Bucket Cylinder 
Φ65xΦ35x597L 

/Φ2.56"xΦ1.38"x23.50"L 
Φ70xΦ40x708L 

/Φ2.75"xΦ1.57"x27.87"L 

Dipperstick Cylinder 
Φ60xΦ35x398L 

/Φ2.36"xΦ1.38"x15.67"L 
Φ60xΦ35x398L 

/Φ2.36"xΦ1.38"x15.67"L 

Swing Cylinder 
Φ40xΦ25x614L 

/Φ1.57xΦ0.98x24.17"L 
Φ40xΦ25x614L 

/Φ1.57xΦ0.98x24.17"L 

Outrigger Cylinder 
Φ40xΦ25x614L 

/Φ1.57xΦ0.98x24.17"L 
Φ40xΦ25x614L 

/Φ1.57xΦ0.98x24.17"L 

사이드 시프트 백호
메인프레임에 슬라이드 프레임을 접목시켜 기존의 백호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좌, 우 방향이동이 가능하여 협소한 공간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합니다. 강력한 4개의 슬라이드 실린더는 스윙프레임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어 안정감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Slide frame connect with main frame. That is enable to 
move left and right side. It maximize efficiency of back-
hoe function at any situation. Four powerful cylinder keep 
stable swing frame and make afe work circumstance.

A
B

C

슬라이드 실린더

슬라이드레일

스윙프레임

B

C

A

TAESUNG 백호 BACK-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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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모우어MID
MOWER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트랙터와의 탈부착이 쉽도록 모우어 본판을 전륜타이어가 타고 
넘을수 있는 견고한 데크 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기어박스는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적용하여 보다 정숙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 합니다 또한 
단계별 배출구의 확장으로 많은양의 잔디 작업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Easy to attaching and detaching, the main deck was 
designed slim and heavy-duty structure to ride over front 
tyres. The gear box was used Spiral Bevel Gear which is 
quiet and powerful. Even big bulk lawn mowing doesn’t 
have any problem,  because discharge cover is opened 
step by step 

탈부착이 간편하고 컴팩트한 구조로 정밀한 잔디관리에 최적합!!
Easy to attaching and detaching with compact style, suitable for house and farm lawn mowing!!

퀵 마운팅

탈부착이 빠르고 쉬운 원터치 
장치를 채택 하였습니다.

Easy to attaching and detaching 
by using one-touch pin.

상/하간 링크

3점 링크를 이용한 구조로 승하강 
작동이 부드럽습니다.

Smoothy up and down by using 
3 point hitch link.

높낮이 조절

높낮이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잔디의 컷팅 길이를 조절 
가능합니다.

Mower height can be controlled 
by a pin and so it is possible to 
manage grass length also

스핀들 조립체

블레이드의 벤딩 처리로 조립 볼트의 
마모가 없습니다.

Protect worn bolt out by 
bending blade.

메인 데크

슬림한 구조의 메인데크는 
탈부착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트랙터가 타고 넘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Easy to attaching and detaching, 
the main deck was designed 
slim and heavy-duty structure to 
ride over front tyres 

배출 커버

이동시 편의성을 위하여 원터치로 
핀을 적용하여 쉽게 접고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asy to operate discharge cover 
by using one-touch pin 

벨트 텐셔너

균일한 벨트 텐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텐션 스프링을 적용 
하였습니다.

Maintaining unify tension by 
tensioner.

기어박스

고속회전에도 정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적용하였으며 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펠러를 적용 하였습니다.

Quiet operating by Spiral Bevel 
Gear , Reduce heat and longer 
life by impeller. 

특장점  Features

TAESUNG 미드모우어 MID M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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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데크 두께 / Thickness of Deck 7-Gauge(4.5mm)

바퀴 사이즈 / Gauge wheels Φ6.3in(160mm)-3in(77mm) W

외측 크기 / Overall Spec. Width 72in(1823mm)

Length 46in(1168mm)

Height 11.5in(296mm)

구동 방식 / Drive Type U-Joint & V-Belt(Single)

상하강 방식 / Lifting Type 3 Point Hitch Links

로더겸용장착 / Compatible with Loader  Yes

배출방식 / Discharge Type Side Discharge

작업폭 / Cutting Width 60in

컷팅 높이 / Cutting Height 1~4in

운송 높이 / Transport Height 5.3in

기어 타입 / Gear Type Spiral Bevel Gear

기어 박스 증속비 / Ratio of Gear 1:1.3(Increased)

칼날 끝 속도 / Max. Blade Tip Speed 15,500fmp(at 2900 E/G rpm)

칼날 수 / Number of Blades 3

칼날 사양 / Blade Spec. 20.87in-2.36in-0.23T(530mm-60mm-6T)

주요사양  Specifications

피니쉬모우어FINISH
MOWER

트랙터 3점 링크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탈 부착이 간편하고 부드러운 
상승과 하강을 구현 합니다. 베벨 기어의 적용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정리 하고자 하는 작업 환경에 따라 4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Smoothy up and down by using 3 point hitch link. It makes 
powerful work with Bevel gear box, can be operated by four 
phase height

강력한 기어박스 구동으로 잔디뿐만 아니라 잡초제거에도 탁월한 성능발휘!!
The finish mower that has powerful gear box is suitable for even lawn mowing and also removing weeds!!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퀵 마운팅

탈부착이 용이한 3점 링크 
타입으로 어느 트랙터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Easy to attaching and detaching 
by 3 point hitch link style. It fits 
any model of tractor. 

높낮이 조절

높낮이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잔디의 컷팅 길이를 조절 
가능합니다.

Mower height can be controlled 
by a pin and so it is possible to 
manage grass length also.

메인테크

컴팩트한 구조로 견고합니다.

Slim and compact structure of 
main deck.

기어박스

베벨기어 적용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기어오일을 주입하여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Strong power with Bevel gear, 
to put some oils makes longer 
life.

연결

좌,우 링크가 상,하로 움직여 
3점링크 승하강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Smoothy up and down by using 
3 point hitch link.

칼날

특수소재를 이용한 칼날로 
오랜작업에도 마모를 최소화 
합니다.

Not much worning out for long 
hour working with specific 
coated blade.

배출구

후방 배출 형식으로 고르게 
배출되어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It discharge wide and flat, so 
there is no need to extra work.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KTFM-60S KTFM-72S KTFM-84S
컷팅 폭 / Cutting width 60" 72" 84"
작업기 폭 / Overall Width 64" 76" 86"
배출방식 / Discharge Rear discharge Rear discharge Rear discharge
중량 / Weight, Machine 595Lbs 661Lbs 728Lbs
PTO 최대 마력 / Max PTO-hp Not to exceed 40 HP Not to exceed 40 HP Not to exceed 60 HP
PTO 최소 마력 / Min PTO-hp 17 hp 20 hp 25 hp
커팅 높이 / Cutting Height 3/4" to 4 3/4" 3/4" - 4 3/4" 3/4" - 4 3/4"
데크 두께 / Deck Material 1/4" 1/4" 1/4"
칼날 크기 / Blades Sizes 2 3/8" x 1/4" x 20 7/8" 2 3/8" x 1/4" x 25" 2 3/8" x 1/4" x 28 3/4"
칼날 겹침폭 / Blade Overlap 1 3/16" 1 3/16" 1 3/16"
칼날 RPM / Blade RPM 2,160" 2,160" 2,160"
히치 / Hitch Cat-1 Cat-1 C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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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Features

주요사양  Specifications

KTFM-84SKTFM-72S

TAESUNG 피니쉬 모우어 FINISH M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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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로우더

The skid loader was concentrated and designed by Tasesung 
technical skills and knowledge. That is possble 360 degree 
spin round and round at the same place. The skid loader is 
self-leveling type and one-touch joystick lever can make 
detailed work performance.Powerful 4 cylinder diesel 
engine and big hydraulic pump is enable to make easy work.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태성의 자체 기술력을 집대성하여 개발하였으며 제자리 360’ 
회전이 가능하여 협소하고 좁은공간에서도 탁월한 성능의 작업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버켓 상하 작동시 적재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항상 
버켓과 지면사이의 각도가 일정하고 원터치 조이스틱 레버 채용으로 
미세작업도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4기통 디젤엔진과 
대용량 유압펌프는 언제나 여유있는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력한 힘, 뛰어난 기동성, 다재다능한 작업성!!
High power, outstanding mobility, multi-functional performance!! 

SKID 
STEEL 
LOADER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공간

국제 안전규격을 적용한 캐노피와 
고급시트, 각종 레버및 계기판 등이 
운전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The canopy, high quality seats, 
various levers, gauges etc. adop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with 
utmost consideration to ensure 
driver safety and comfort based 
on ergonomic engineering.

최신형 안전 시트바

시트바를 올리면 유압레버 작동이 
정지되고 동시에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안전합니다.

When the seat bar lift, the oil 
pressure lever ceases operation 
and then the parking break is 
turned on. 

엔진

강력하고 검증된 4기통 디젤엔진을 
적용 하였습니다.

Applied powerful 4 cylinder 
diesel engine.

원터치 조이스틱 레버

붐, 버켓의 작동과 전ㆍ후진 
및 좌우 방향전환이 신속하고 
미세작업이 가능합니다.

One touch joystick lever allow to 
quick moving booms and bucket 
operation, left and right / up 
and down. It is enable to make 
detailed work performance.

간편한 작업기 탈부착

운전자 혼자서 각종 작업기의 
탈부착을 원터치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This product allows easy 
attaching and detaching with 
one-touch lever by worker 
himself.

캐노피 개폐

캐노피의 개폐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정비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When the canopy open, it 
secures enough space to repair. 

보조 유압 커플러 및 작동 페달 장착

작업기 활용폭을 넓히기 위한 
보조 유압커플러와 가속페달로 
작업속도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Using the supplementary hydraulic 
coupler and acceleration pedal, work 
speed can be controled to expand 
various usages of the work device.

원터치 엔진룸개방

엔진룸 내부는 리어도어를 이용하여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장비관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The rear door of the engine 
room interior is colsed and 
locked up completely block off 
the exterior, which increases 
safety for device maintenance.

특장점  Features

TAESUNG 스키드로우더 SKID STEER LOADER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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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전기장치

장비 정비시 한곳에 집중된 전기 
장치로 간편하게 고장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It can find easily when you find a 
electric fault and try to repair.

보조팬 장치

보조 쿨링팬을 설치하여 유압유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제어해 줍니다.

Hydraulic fluid temperature is 
controled by secondary cooling 
fan. 

자동형 로더 버켓 수평유지 장치 
자동형 로더는 평행 링크를 채택하여 
붐 작동시 버켓의 수평유지가 수동형 
로우더보다 상당부분 개선 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Using an automatic bucket 
horizontal holder and parallel 
linking, bucket maintain 
horizontality just by operating 
boom. It designed and improved 
to manual bucket. 

가스 스프링

가스 스프링 장착으로 캐노피 
개폐시 적은 힘을 이용하여 개방 할 
수 있습니다.

The canopy can be opened 
easily with gas coiled spring.

제품제원

제작사 태성코넥스 외형 및 작업범위 　 

모델  S648 L  힌지핀 높이 - in (mm) 112.2" (2851)

엔진 M  덤프높이 - in (mm) 87" (2212)

제작사 및 모델 현대 D4BB-C4 N  덤프각도 - deg 47º

정격출력 - hp (kW)   @ RPM 53 (39) @ 2500 O  덤프거리 - in (mm) 13.5" (345)

회전력 - lb-ft (N-m) @ RPM 126 (172) @ 1500 P  후경각 - deg 36º

실린더수 4 Q  버켓폭 - in (mm) 65" (1650)

배기량 - cu in (l) 158 (2.6) Other features  　 

작동성능 Standard ROPS  Tilt up 

붐상승 방식 래디얼 Self leveling bucket  Opt 

정격적재용량- lbs (kg) 1,429 (648) Loader controls - std  Hand 

전도하중 - lbs (kg) 2,858 (1,296) Loader controls - opt  np 

주행 운전중량 　 

주행속도 - mph (kph) 6.5 (10.5) 운전중량 - lbs (kg) 4,409 (2,000)

체인규격  #80HS 탱크용량 　 

타이어규격 10.00x16.5 연료탱크 - gal (l) 8.9 (40) 

유압 냉각시스템 - gal (l) 2.75 (10) 

조향방식 죠이스틱 유압탱크 - gal (l) 7.8 (35) 

작업방식 죠이스틱

유량- gpm (l/min) 18.3 (69.3)

유압압력 - psi (bar) 3050 (210)

외형 및 작업범위

A  전장(버켓포함) - in (mm) 123.3" (3132)

B  전폭 - in (mm) 59.7" (1518)

C  전고 - in (mm) 76" (1931)

D  윤간거리 - in (mm) 49.2" (1250)

E  축간거리 - in (mm) 38.1" (968)

F  전작(버켓제외)- in (mm) 100.2" (2544)

G  최저지상고 - in (mm) 7.3" (186)

H  전방선회반경(버켓끝단) - in (mm) 79.2" (2012)

I  전방선회반경(버켓제외) - in (mm) 50.7" (1188)

J  후방선회반경 - in (mm) 52.4" (1331)

K  출발각도 - deg 23º

주요사양  Specifications

TAESUNG 스키드로우더 SKID STEER LOADER



TS-3P TS4P TS-4PL TS-6P TS-8P TS-9P

규격 / Standard 3련(유압) 4련(유압) 4련(유압) 6련 8련 9련

경심x경폭(mm) / Depth x Wedth 200x900 200x1200 200x1240 200x1900 200x2800 200x2800

적용트랙터(ps) / Tractor Output ~35 35~55 40~60 51~90 65~90 90~

특장점  Features

견고한 프레임

견고한 프레임은 하중이 많은 
작업시에도 부하를 최소하 하여  
줍니다.

The sturdy frame minimize 
the shock when you do heavy 
work. 

우심 실린더

실린더 적용으로 하우스 및 논두렁 
코너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It makes efficient work due to 
hydraulic cylinder in ridges 
between rice fields and plastic 
greenhouse. 

특수 재질로 제작된 보습

특수 재질로 제작된 보습과 
프레임은 이랑작업시 흙이 뭉치지 
않으며 원활하게 넘어 갑니다. 
또한 마모시 보습만 따로 교체가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This product's sturdy 
frame and stable moisture, 
made with high-density 
structures and special 
materials, boasts outstanding 
work performance while 
preventing dirt from being 
pushed to one side or 
interfering

It is abailable to change only 
stable moisture and so it is 
economic to use.

주요사양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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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조립과 부품교환이 손쉬운 특수볼트 조립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우심 이동폭이 조절되어 논두렁밑과 비닐하우스 작업에 탁월합니다.

This product was made with a special bolt assembly 
method that makes assembly and parts replacement easier. 
Also its right-centre movement-range can be adjusted, 
making it optimal for using in ridges between rice fields and 
plastic greenhouse

견고한 프레임, 뛰어난 기동력, 다재다능한 작업성!!
A firm frame, excellent driving, multiple function 

쟁기PLOW

TS-3P TS-4P TS-6P TS-8P

TAESUNG 쟁기 PLOW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LDC3 FLDC4 FLDC5 FLDC6
장착트랙터 CK30 / 35 dk501C / 551C EX40 / 45 / 50 50~100PS
리프팅용량 0.8 ton 1 ton 1.6 ton 3.5 ton
볼엔드타입 cat.1 cat.1 cat.2 cat.3
볼엔드폭 705mm 705mm 845mm 845mm
PTO 속도 / 회전방향 1000rpm, CW 1000rpm, CCW 1000rpm, CW 1000rpm, CW
 기어비 2.42 : 1 2.39 : 1 2.39 : 1 1.92 : 1
최대출력 40 kw 40 kw 40 kw 련트랙터출력

주요사양  Specifications
*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에서 인증한 안전규칙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CE마크 획득      

Taesung has obtained a CE license from EU for all products to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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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링크와 트랙터 엔진과 연결되어 구동되는 PTO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기를 트랙터 전방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작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넓은 시야확보와 후방 작업기의 동시 
사용으로 작업능률을 한층 더 향상시켜 줍니다.

Front Linkage can attach and detach implement by three 
point hitch. Front PTO Unit which is connected to tractor 
engine can drive implement cy joint. It provides convenient 
and wide visible working, can be operated with rear 
implement together to maximize efficiency.

넓은 시야확보, 뛰어난 확장성!!
A wide viewside, excellent multiple!!

전방링크 & PTO

FRONT 
LINKAGE & 
FRONT PTO 
UNIT

퀵 후크 

탈부착이 간편하고, 확장성이 넓은 
cat타입의 퀵후크는 작업기를 
확실하게 고정시켜 보다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The canopy, high quality seats, 
various levers, gauges etc. adop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복동실린더 

넉넉한 파워의 복동실린더는 
최상의 리프팅을 보장합니다.

When the seat bar lift, the oil 
pressure lever ceases operation 
and then the parking break is 
turned on. 

폴딩기능

이동이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시 
리프트암을 접어서 보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keep simply by bending 
lift arm when not in use.

외부 유압장치

링크에이지 전면에 퀵커플러를 
장착하여작업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To use quick coupler in front of 
linkage for easy operation.

표준규격 PTO축 & 오일게이지

PTO 감속기의 축은 표준 35mm  
(1 3/8") 6 스플라인을 채택하여 폭 넓은 
작업기를 연결 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오일상태를 확인 할 수 있기때문에 
간편하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Possible to connect to wide 
range products by 35 mmPTO 
shaft with 6 spline and can check 
oil tank easily at outside.

특장점  Features

FLDC3 FLDC4 FLDC5 FLDC6

TAESUNG 전방링크 & PTO
FRONT LONKAGE & 

FRONT PTO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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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업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어 탁월한 내구성과 
고효율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베일 결속작업의 능률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Designed to suit for any work circumstance, excellent 
durability and high efficiency  and maximize to tedder and 
rake capacity.

탁월한 내구성, 우수한 집초능력!!
Excellent durability and rake up!!

반전집초기TEDDER &
RAKE

프레임

고 장력 강판소재로 비틀림이나 
변형없이 매우 견고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Heavy-duty frame is high tension
steel which is  minimize torsion 
etc. 

트랜스미션

특수강을 초 정밀 가공하여 
폭 조절이 무리없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It makes easy to control rake

width due to precise drawing of 
special steel.

손잡이적용 타인홀더

탈부착 형식으로 작업시에는 
경판에부착하여 사용하며, 
보관이나 이동시에는 탈착하여 
프레임에 보관 가능합니다

Easy to attach and unattach, 
attach and use with the plate, can 
be secured on the frame.

집초가이드

집초 폭이 균일하여 베일러 
작업이 수월하며, 작물의 손실을 
줄여줍니다.

When Bailer work, it makes flat 
rake width and can be saved 
loss of harvest.

작업폭 변경

유압실린더 채용으로 집초작업의 
폭을 간단하게 조절 할 수 있어 
작업능률을 높여줍니다.

It makes easy to control rake 
width by hydraulic cylinder and 
maximize work efficiency.

특장점  Features

TAESUNG 반전집초기 TEDDER & RAKE



주요사양  Specifications

※ 본 사양은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R-420

작업 폭 3.2~4.2

이동시 작업기 폭 1.60M

적응마력 55HP 이상

로터수 2조

타인수 20개

무게 420Kg

상용 회전수 540RPM

TAESUNG 반전집초기 TEDDER & 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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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분해, 결합이 가능한 프레임과 
집초뭉치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도로 및 좁은공간 이동시에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The frame can be installed 
and uninstalled easily, secured 
gathering bundle tightly When 
you move even small road or 
space, it makes safe.

차륜장치

휠이 360' 회전되어 협소한 
공간에서의 이동과 회전이 
가능합니다.

The wheel can be rotated 360 
degree It is easy to move and 
turn even narrow space.

작업변경

캠 트랙의 간단한 위치변환으로 
집초 및 반전작업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The changes of rake and 
reversal work by the direction 
change of cam track.

특장점  Features

TR-420



(mm) (Inch) 체적(m3) 중량(kg)
전체길이 / 
Overall Length

(mm) 1,370 53.9 0.132 14 6

전체 폭 / 
Overall Width

(mm) 1,510 59.4 0.155 164

전체높이 / 
Overall Height

(mm) 1,005 39.5 0.224 219

파지범위 / 
Grapple Width

(mm) 1,260 49.6 0.242 223

날개길이 /  
Leg Length

(mm) 535 21 0.306 255

파지압력 / 
(190kg/cm2)

(ton) 160 6.2 0.352 303

지게발 최대폭 /  
Max Tine Space

(mm) 1,172 46.1 0.39 317

튼튼하고 견고하며 신속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중량물의 이동, 보관등에 적합하며 지게날만 
따로 교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Heavy-duty, easy install and uninstall, 
suitable for transportation etc. It can change 
only fork spear, so it is economic to maintain.  

지게발 / Pallet Fork

TSRG120N TSMG140
전체길이 / 
Overall Length

(mm) 1,270 1,315

전체 폭 / 
Overall Width

(mm) 1,350 1,555

전체높이 / 
Overall Height

(mm) 950 950

파지범위 / 
Grapple Width

(mm)
600~ 
1,450

600~ 
1,680

날개길이 /  
Leg Length

(mm) 950 950

파지압력 / 
(190kg/cm2)

(ton) 약2.8 약2.8

지게발 최대폭 /  
Max Tine Space

(mm) 1,172

원형베일 및 사각베일의 운송과 적재등의 
작업이 가능하며 듀얼 유압실린더의 채용으로 
파지압력을 3톤 가까이 끌어올려 강력한 
집게작업을 수행 합니다.

The transportation and loading of round and 
square type bailer are abailable, it can be lift 
up to 3000 kg with dual hydraulic cylinder.

그래플 / GRAPPL

규격(mm) Inch 체적(m3) 중량(kg)

TFS000 
(Small Size)

1,340 51 0.132 146

1,564 60 0.155 164

TFM000 
(Middle Size)

1,564 60 0.224 219

1,690 65 0.242 223

2,122 82 0.306 255

TFL000 
(Large Size)

1,690 65 0.352 303

1,868 72 0.39 317

일반 로우더의 버켓작업을 바탕으로 집게작업, 
평탄작업, 토사의 운반작업등 버켓하나로 
4가지의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케 합니다.

Equiped with frnot end loader, lifting heavy 
stuff, flating land, transportation etc, 4in1 
bucket is enable to multiple work.

4IN1 버켓 / 4in1 Bucket

부착작업기ATTACHMENT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경기도
경기북부영업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031-943-2587 031-943-2587

경기남부영업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031-881-1270 031-882-1270

강원도 강원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033-732-4262 033-732-5262

충  남
충남영업소 충남 천안시 신당동 041-552-9061 041-567-1881

충남총판 충남 예산군 대흥면 070-4192-7474 041-334-7474

충  북
충북영업소 충북 청원군 옥산면 043-260-1421 043-260-1422

충북직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070-4362-3575 070-8230-5860

전  북 전북영업소 전북 김제시 황산면 063-546-7978 063-546-7976

전  남
전남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010-7724-5523 062-454-5523

전남스키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062-944-3386 062-944-3387

경  북
경북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053-555-7096 053-555-7096

경북총판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리 054-383-0671 054-383-0670

경  남 경남영업소 경남 김해시 흥동 055-323-3838 055-323-7014

제  주 제주총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2동 064-712-1813 064-712-1814

국내 제품판매 및 상담문의

Overseas sales and consultation 
Head.   Mobile Phone : +82-10-7479-3435 / E-mail : tst1218@taesung.com 

Sales.   Mobile Phone : +82-10-8588-7200 / E-mail : jimkim@taesung.com 

Technology.   Mobile Phone : +82-10-8923-0088 / E-mail : brian7434@taesung.com

Common 
Telephone : +82-31-864-0671~4 / Facsimile : +82-31-864-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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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210-2  

TEL. 031-864-0671~4  |  FAX. 031-864-0675 

210-2, Unam-Ri, Eunhyeon-Myun, Yangjoo-Citi, Kyunggi-Do, Korea
Telephone. +82-31-864-0671~4 │ Facsimile. +82-31-864-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