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KIN의
JOSKIN
의 품질
판매 이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3년 품질 보증

1968년부터, 수천 명에 이르는 도급업체들과 농부들이
당사를 신뢰하고 있으며 JOSKIN 기계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과 함께 구입: 모든 고객에게 3년 품질 보증이
제공됩니다 (화물 선로를 제외한 JOSKIN의 모든 신형
기계). 구매 제품의 예비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사용자
설명서, 기계의 축적 모형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요구를 충족시키는 광범위한 제품. 선택한 제품으로 안내하는
현명한 조언.
광범위한 농업 서비스 지식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매 이전” 서비스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험과
혁신의 결과입니다.

생산 현장

좋은 애프터 서비스는 재질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당사의 능력: 언제 어디서나 예비품 사용 가능. 50여개
국가에 판매망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저장품 덕분에, 24시간
이내에 부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농업 서비스 시설

3

거의 150,000 ㎡에 이르는 5개의 현장에 JOSKIN이
있습니다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일부는 유럽에서 고유한, 최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3D 동적
시뮬레이션, 자동화된 레이저, 접이식 압축기, 고장력강, 아연
용융도금 등등

벨기에의 JOSKIN 생산 공장 (65,000 ㎡)

개별 부품 설명서
www.joskin.com
각 차량과 함께 제공되는 개별 부품 설명서야말로 JOSKIN
의 정확도를 표현합니다: 예비품의 효율적인 공급 및 빠른
식별을 보장합니다. 예비품 설명서는 또한 인터넷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장점!

T33716/140 > TONNE A LISIER-BRAS DE POMPAGE > 71538689 > 6060900697

1968년에 설립된 JOSKIN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구비살포 차량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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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업용 트레일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사업은 50개
국에 수출하는 국제적인 그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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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Jo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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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수치로 확인하는 JOSKIN 그룹:
60여개 국가에 현존
• 60
•
•
•
•

Trans-KTP

Wago

Silo-SPACE

급수차

Betimax

Cargo-LIFT

750명
2017년 직원 수: 750
2017년에 제조된 JOSKIN 기계: 3,500
3,500대
유럽에 있는 5곳의 생산지
요청시 또는 www.joskin.com에서 폴더 사용 가능

rue de Wergifosse, 39

•

B-4630 Soumagne - BELGIUM

•

이메일: info@joskin.com

•

전화: +32 43 77 35 45

3종류의 제품

기대 충족!

퇴비 살포

운반
TRANS-EX

SIROKO 5 ~ 14,7 T

FERTI-CAP

FERTI-SPACE 12,32 ~ 27,2 T

TRANS-PALM

6,91 ~ 13,97 T

TORNADO 8,6 ~ 22,4 T

저하 배출면이 있는 소형 덤프 트레일러
• 3 ~ 9 t 유상 탑재량 다용도 덤프 트레일러
• 선택 사양의 3면 덤프 시스템
• 높이: 400 mm
• 밀폐된 외형의 이동식 측면판
• 300 - 400 - 500 mm 연장

• 농산물 수송을 위한 특수 제조 공정
• 험한 길에 적합한 덤프 트레일러
• 8 ~ 10 t 유상 탑재량

퇴비 살포기
• 5 ~ 27,2 m³의 용량
• 아연도금 또는 채색된 본체
• 고장력강의 본체
• 좁거나 넓은 본체

• 큰 폭으로 살포하고 잘 부스러지게 하는 큰 직경의 수직 또는 수평
살포기
• 긴 수명과 최적화된 살포 능력이 있는 HARDOX 강철로된
양면 톱니

TRANS-SPACE

현탁액 살포

모노코크 농업용 덤프 트레일러
• 10 m³ ~ 50 m³, 8 ~ 24 t 범위
• 끝이 가늘어지는 모노코크 본체
• 고장력강으로된 4mm 측벽 및 HARDOX 400의 4mm 바닥
• Hydro-Tridem: 유압 차축 현가
• 250mm ~ 1,000mm의 알루미늄 연장선 및 덮개 (선택 사양)
• 조향차축

MODULO2

2,500 ~ 18,000 l

VOLUMETRA

12,500 ~ 28,000

TETRA-CAP
저하 배출면이 있는 덤프 트레일러
• 6 ~ 16 t 범위
• 3방향 기울기: 왼쪽/오른쪽, 후면
• 고장력강 420으로 시리즈 생산
• 아연도금 섀시
• 밀폐된 외형 - 500, 600, 800mm의 완전한 이동식 저하 배출면
• 또 다른 덤프 트레일러에 연결할 수 있음

DRAKKAR

현탁액 살포기

• 2,500 ~ 28,000의 용량
• 긴 수명을 위해 내외부가 도금된 탱크
• 단일, 이중, 삼중의 차축 모델
75가지의 모델이 있는 JOSKIN 현탁액 살포기. 700가지 이상의 선
택 사양이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JOSKIN은 특수 철강 종류를 선택
하고 작업합니다. 모든 현탁액 대형 트럭은 완벽하게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후면 기구들과 맞출 수 있습니다

EUROLINER

20,000 ~ 28,000 l

다목적 트레일러 - 밀지 않고, 기울이지 않는, 운반!
• 24 ~ 58 m³의 용적
• 다목적 트레일러 (사료, 옥수수, 사탕무, 감자, 곡물, ...)
• 컨베이어 벨트로 하역하고 정면 벽으로 이동

• 최대 안정성 및 안전성, 기울이지 않고 하역
• 연장선 (이동식 또는 유압식), 커버, 선택 사양으로 오거 운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