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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선별기

GARLIC SORTER

농산물선별기 | GARLIC SORTER
특징 | Features

육면망 회전식 선별기
● 간단한 구조와 고능률, 고성능으로 정확한 선별
● 바퀴 높낮이 조정을 통하여 작업 환경에 맞게 높이 조절 가능
● 디지털 인버터로 선별 망 회전 속도 조절 가능
● 작은 부피로 이동과 보관에 용이
● 회전식 선별을 채택하여 소음, 분진 문제 해소
● 선별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지역 및 농산물 크기에

● 검불 제거형 조정식 송풍기

관계없이 선별작업이 가능

● 회전식 굴림망

Air blower to remove a garlic skin dust

● 간단한 선별 망 교체 작업으로 다목적 선별 작업 가능

Four sizes soring without noise
and vibration

● 높이조절 장치

● 디지털 인버터

Easy planting depth control

Digital speed controller

● 적용작업 : 쪽마늘, 통마늘, 주아, 밤, 대추, 매실 등

선별 망 교체로 다목적 선별 | Changeable seed sorting size

● Hexagonal

cylinder typed mesh
design and excellent sorting performance
● No noise & dust thanks to a rotational sorting type
● Easy-changeable soring mesh for different seeds
● Garlic bulb, chestnut, date, plums, etc
● Simple

쪽마늘 4단 선별 가능 [육면망]

통마늘 4단 선별 가능 [원통망]

간격조절 가능 구간
Adjustable sorting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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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표 | Specifications
JK-GS4M
A

1,650mm

B

1,200mm

C

920mm

형식명 / 규격

JK-GS4M / 4단(sizes)

Model

기체 크기

1,650mm X 920mm X 1,200mm

LXWXH

기체 중량

121kg

Weight

작업 속도

800kg/1시간(h)

Working speed

속도조절 방식

디지털 인버터 회전속도 조절(Digital speed controller) + 상하좌우 높이조절(Manual height control)

Speed control

작업 방식

무진동 회전굴림형(Rotating with no vibration)

Working type

소요 동력

0.2kW(0.06+0.14) / 220V

Power

선별 망 구조

1차 내부 원형통(circular) + 2차 육각형 굴림통 방식(hexagon)
Primary inner cylinder + secondary hexagonal roller system

Sorting mesh type

선별 규격

1단 : 4~12(16)㎜, 2단 : 12(16)~18㎜, 3단 : 18~22㎜, 4단 : 22㎜~

Sorting type

송풍 능력

192㎥/h

Blower capacity

* 사양 및 사이즈는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product specifications and dimens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for furthe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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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컵 소 마늘 품종에 따라
10~12 배종컵 크기는 변경 가능함.

크기 측정 기준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선별 망 간격 조절

3. 선별한 마늘을 마늘파종기에 사용

2중망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느슨하게 푼 후 외부 선별 망을 앞뒤로 움직여
원하는 1단 선별 크기로 외부 선별 망을 조절하고 볼트를 조여 고정시킵니다.

2번, 3번에서 선별된 마늘 종구는 마늘파종기 사용 권장 크기입니다.
종구 크기에 맞게 배종컵을 선택하면 파종률을 높혀줍니다.

2. 선별 망 교체로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

4. 종구 모양 및 마늘파종기 배종컵 확인

한대로 파종 시기에는 쪽마늘을 선별하고, 수확 시기에는 통마늘을 선별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선별된 마늘 중 마늘 형상이 길고 넓은 마늘은 배종컵 대 사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서마늘 사용 시 형상변화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