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양

수레가 결합된 버전

밀크모빌 4x4
120 리터

밀크모빌 4x4
200 리터

148 x 80 x 120

167 x 80 x 120

크기: 길이 x 너비 x 높이 (cm)
구성요소

밀크모빌 4x4 120 리터와 200 리터

리드 젤 배터리

24 V / 50 Ah (2 x 12 V / 50 Ah)

공급용량 제어

24 V / 최대 8 A

주행

밀크모빌 4x4
더 많은 양을 운반하고
정확하게 급이합니다

24 V / 0.275 kW, 두 종류 속도 최대 6 km/h

밀크 모빌 4x4 는 믹서, 히터, 탱크 세척기능, 사용자 친화적 조정장치, 급이량 조절, 전/후진 주행
시스템, LED 램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통합된 드로바 형 손잡이

호스 배출구

신상품

조정 가능한 차축

사용이 간편하고 용이한 급이량 측정장치

쉽게 멈추게 하는 경첩이 달린 탱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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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조
(03035)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08-6 동조빌딩

Technical changes reserved
101956 MilchMobil Kor brochure

TEL : 02)730-8227/8228
FAX : 02)730-8229
master@dongjo.co.kr / www.dongjo.co.kr

www.dongjo.co.kr

목장일을 덜어주는 스마트한 장비

한 눈에 보는 장점

“밀크모빌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많은
믹서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분유 또는 전유

수 있거든요”

회전암을 갖춘 분량조절장치
회전암으로 쉽게 급이 가능

오스트리아 모니카 핼래씨
조정장치

LED

5 회 분량에 해당하는 양
저장가능

360 도 회전 가능

포스터에서 개발한 밀크모빌은 독립된 우리 또는 이글루형 우리의 송아지들에게 개별적으로 급이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유용하고 용이한 장비입니다. 밀크모빌을 사용하면, 분유를 섞어서
데우고, 운송하며 알맞은 용량으로 급이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20 리터,

닫기가 편한 탱크 커버
어떤 위치에서도 멈춤

200 리터 용량으로 판매되는 포스터사의 밀크모빌 4x4 는 어떤 크기의 목장에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오리형 세척기능과 중탕
가열기가 갖춰진 수평형탱크

중탕기가 달린 수평형 탱크

회오리형 세척

차축과 조정

수평형 탱크를 통해 인체공학
적으로 우유를 채울 수 있습니
다. 4 개의 바퀴와 낮은 무게중
심점 덕에 밀크모빌 4x4 는 안
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데워진 중탕기를 통해 우유가
천천히 데워지고 따뜻하게 보
관되어 송아지들이 적절한 온
도의 우유를 급이 받을 수 있
습니다.

통합된 회전형 탱크 세척 노즐
이 장착되어, 버튼을 사용하여
손쉽게 탱크 세척이 이루어지
고 밀크모빌 4x4 를 항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밀크모빌 4x4 에는 4 개의 바
퀴가 장착되어 안정적인 최적
의 주행이 이루어 질 수 있으
며, 차축으로 인해 고르지 못
한 지면에서도 최대한 지면에
닿을 수 있어 안정된 주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조정 시
템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히
개발된 축 조정 시스템입니
다. 이를 통해, 밀크 모빌 4x4
는 사용자를 따르게 되고 놀
이를 하듯 간편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샤시

드로바

2 가지 속도로 전자 주행 가능,
4 개 바퀴는 80cm 의 축간
거리로 대부분 통로 통과 가능

높이 조절 가능한 스프링장착

드로바헤드

분량조절, 주행모드 변경,
급이량 선택을 위한 기능키
장착

조정 가능한 바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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