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카탈로그

시리즈 2
중소형 트랙터

34.2 - 48.3 ps

국내 유통 및 판매 전용



시리즈 2 트랙터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편리한 조작성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과수원 및 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제초 작업, 운반 작업
등 편리한 작업을 시작해 보세요.

T36
총 엔진 출력 
34.2 ps

3점 히치 양력 
1196 kg

T48
총 엔진 출력 
48.3 ps

3점 히치 양력 
1162 kg

K42
총 엔진 출력 
42 ps

3점 히치 양력 
1500 kg

K48
총 엔진 출력 
48 ps

3점 히치 양력 
1500 kg

K48C
총 엔진 출력 
48 ps

3점 히치 양력 
1500 kg

K48L
총 엔진 출력 
48 ps

3점 히치 양력 
15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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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최적화 트랙터
시리즈 2 트랙터는 과수원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조작 편의성이 뛰어나

초보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강력한 엔진 출력과 높은 작업 효율을

자랑합니다.

과수원 제초, 로타리, 트레일러 및 물논 작업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작업 용도

조경 작업 경작 농업 정리 작업 축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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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특장점

고토크, 수냉식 얀마 디젤 엔진

얀마 엔진은 동급 경쟁사 대비 중저속 rpm에서 고토크를 자랑합니다. 수냉식으로

엔진으로 작업 시 온도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Tier 4 배기가스 배출 규정

인증의 친환경 엔진입니다.

잔디 깎기용 미드 모어 링크

트랙터 중반부 링크에 최대 54인치 미드 모어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 계기판의 다이얼로 잔디 절단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무성한 잔디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기 쉬운 접이식 ROPS

접이식 ROPS가 장착되어 천장이 낮은 곳에서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2단 HST로 부드러운 작업 가능

파워 스티어링과 2단 HST 제어로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전·후방 장비 사용 중에

운전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PTO 레버

트랙터가 운행 중에도 PTO 레버로 작업기 PTO rpm을 쉽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기능으로 생산성 향상

운전자를 배려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운전석은 탁 트인 시야와 여유 있는 조작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차동 잠금장치, 주차 브레이크

등 제어장치가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작업이 편안합니다. 이 모든

편의성은 초보자도 쉽게 운전 및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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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6
편리한 과수원 작업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34.2 ps  

모델명 
Yanmar �TNV��C  

3점 히치 양력 
1196 kg  

PTO 출력 
26.4 ps

1. 디지털 계기판

2. PTO on/off 스위치

3. 이중 필터 에어
클리너

4. 전/후진 셔틀 레버

5. ROPS

6. 주변속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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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8
기본 성능을 유지한 새로운 가격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8.3 ps  

모델명 
Kukje A����N�  

3점 히치 양력 
1162 kg  

PTO 출력 
34.03 ps

1. 스로틀 레버

2. PTO 변속 레버

3. 기능 스위치

4. 후방 외부 포지션
레버

5. 외부 유압 조작 레버

6. 전/후진 셔틀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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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2
작으면서도 강한 다목적 트랙터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2 ps  

모델명 
KM A����T�  

3점 히치 양력 
1500 kg  

PTO 출력 
36 ps

1. 웨이트6개 기본

2. 전자계기판

3. 안심PTO 스위치

4. PTO변속 레버

5. 인체공학적 외부
유압 조작 레버

6. 전/후진 셔틀레버

©2022 TYM    카탈로그 2022 - 시리즈 2 7



K48
48마력의 강력한 힘을 가진 다목적 트랙터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8 ps  

모델명 
KM A����N�  

3점 히치 양력 
1500 kg  

PTO 출력 
40 ps

1. 틸트형 핸들

2. 전자계기판

3. 안심PTO 스위치

4. 인체공학적 외부
유압 조작 레버

5. 후방 LED 작업등

6. 후방 외부 유압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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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8C
48마력의 강력한 힘을 가진 고급 캐빈 트랙터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8 ps  

모델명 
KM A����N�  

3점 히치 양력 
1500 kg  

PTO 출력 
40 ps

1. PTO 3단

2. 로더 조이스틱 레버

3. 전자계기판

4. 안심PTO 스위치

5. 틸트형 핸들

6. 전/후진 셔틀레버

©2022 TYM    카탈로그 2022 - 시리즈 2 9



K48L
48마력의 강력한 힘을 가진 하우스용 트랙터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8 ps  

모델명 
KM A����N�  

3점 히치 양력 
1500 kg  

PTO 출력 
40 ps

1. 틸트형 핸들

2. 전자계기판

3. 안심PTO 스위치

4. 인체공학적 외부
유압 조작 레버

5. 후방 LED 작업등

6. 후방 외부 유압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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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T�� T�� K�� K�� K��C K��L

엔진

모델명 Yanmar �TNV��C Kukje A����N� KM A����T� KM A����N� KM A����N� KM A����N�

형식명 자연흡기 자연흡기 터보 엔진 자연흡기 엔진 자연흡기 엔진 자연흡기 엔진

총 엔진 출력 34.2 ps | 25.5 kW 48.3 ps | 35.5 kW 42 ps | 31.3 kW 48 ps | 35.5 kW 48 ps | 35.5 kW 48 ps | 35.5 kW

정격 회전 속도 2800 rpm 2600 rpm 2600 rpm 2600 rpm 2600 rpm 2600 rpm

실린더 수 3 4 3 4 4 4

배기량 100.2 cu. in. | 1642 cc 139.5 cu. in. | 2286 cc 104.59 cu. in. | 1714 cc 139.56 cu. in. | 2287 cc 139.56 cu. in. | 2287 cc 139.56 cu. in. | 2287 cc

에어 클리너 형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배터리 용량 ��V, ��A ��V, ��A ��V-��A ��V-��A ��V-��A ��V-��A

연료 분사 방식 Direct Injection IDI IDI IDI IDI IDI

PTO 출력 26.4 ps | 19.7 kW 34.03 ps | 25.4 kW 36 ps | 26.8 kW 40 ps | 30.7 kW 40 ps | 30.7 kW 40 ps | 30.7 kW

유압 시스템

유압 펌프 형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펌프 기어펌프 기어펌프 기어펌프

작업 유량 6.1 gpm | 23.09 lpm 7.66 gpm | 29 lpm 9.27 gpm | 35.1 lpm 11.41 gpm | 43.2 lpm 11.41 gpm | 43.2 lpm 11.41 gpm | 43.2 lpm

조향 장치 유량 4.4 gpm | 16.65 lpm 4.25 gpm | 16.088 lpm 4.99 gpm | 18.9 lpm 4.99 gpm | 18.9 lpm 4.99 gpm | 18.9 lpm 4.99 gpm | 18.9 lpm

전체 유량 10.5 gpm | 39.7 lpm 11.91 gpm | 45.08 lpm 14.26 gpm | 54 lpm 16.40 gpm | 62.1 lpm 16.40 gpm | 62.1 lpm 16.40 gpm | 62.1 lpm

3점 링크 규격, 카테고리 Cat� Cat� Cat� Cat� Cat� Cat�

3점 히치 양력 1196 kg 1162 kg 1500 kg 1500 kg 1500 kg 1500 kg

3점 히치 양력 (히치점 후방 ���mm) 1558 lb | 706 kg 1764 lb | 673 kg 2425.08 lb | 1100 kg 2425.08 lb | 1100 kg 2425.08 lb | 1100 kg 2425.08 lb | 1100 kg

유압 제어 종류 위치 위치 위치제어, 견인부하제어 위치제어, 견인부하제어 위치제어, 견인부하제어 위치제어, 견인부하제어

유압인출구 수 4 포트 4포트 2/4 2/4 2/4 2/4

성능

연료 탱크 용량 9.0 gal | 34 L 9.0 gal | 34 L 7.13 gal | 27 L 7.13 gal | 27 L 13.20 gal | 50 L 7.13 gal | 27 L

냉각수 용량 7.4 qt | 7.0 L 6.9 qt | 6.5 L 4.22 qt | 4 L 4.75 qt | 4.5 L 5.28 qt | 5 L 4.75 qt | 4.5 L

크랭크케이스 6.0 qt | 5.7 L 6.8 qt | 6.4 L 4.75 qt | 4.5 L 4.75 qt | 4.5 L 4.75 qt | 4.5 L 4.75 qt | 4.5 L

미션/유압 시스템 8.5 gal | 32 L 8.5 gal | 32 L 8.98 gal | 34 L 8.98 gal | 34 L 8.98 gal | 34 L 8.98 gal | 34 L

전차축 8.7 qt | 8.2 L 2.17 qt | 8.21 L 6.76 qt | 6.4 L 6.76 qt | 6.4 L 6.76 qt | 6.4 L 6.76 qt | 6.4 L

동력전달장치

변속 방식 기계식 기계식 HST 싱크로셔틀 싱크로셔틀 싱크로셔틀

변속 단수 F�� x R�� F�� x R�� F�� x R�� F�� x R�� F�� x R�� F�� x R��

최대 주행 속도 14 mph | 22.6 kmph 14.9 mph | 24.0 kmph 14.85 mph | 23.9 kmph 15.65 mph | 25.2 kmph 15.65 mph | 25.2 kmph 15.65 mph | 25.2 kmph

브레이크 관련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원판식 습식원판식 습식원판식 습식원판식

조향 장치 유압식 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클러치 관련 건식 단판식 건식 단판식 건식원판식 건식원판식 건식원판식 건식원판식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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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T�� T�� K�� K�� K��C K��L

치수 및 무게

전장 118.5 in. | 3010 mm 131 in. | 3320 mm 134.88 in. | 3426 mm 136.85 in. | 3476 mm 140.47 in. | 3568 mm 122.99 in. | 3124 mm

전폭 55.51 in. | 1410 mm 54.5 in. | 1385 mm 57.12 in. | 1451 mm 58.34 in. | 1482 mm 60.47 in. | 1536 mm 55.90 in. | 1420 mm

축간 거리 64.56 in. | 1640 mm 69.7 in. | 1770 mm 65.74 in. | 1670 mm 67.71 in. | 1720 mm 68.89 in. | 1750 mm 67.71 in. | 1720 mm

전고 101.96 in. | 2590 mm 94.5 in. | 2400 mm 100.19 in. | 2545 mm 101.37 in. | 2575 mm 95.39 in. | 2423 mm 99.25 in. | 2521 mm

최저 지상고 14.17 in. | 360 mm 12.8 in. | 325 mm 13.18 in. | 335 mm 13.18 in. | 335 mm 15.86 in. | 403 mm 12.99 in. | 330 mm

최소 회전 반경(편 브레이크 사용) 94.4 in. | 2400 mm 106.7 in. | 2710 mm 90.15 in. | 2290 mm 110.62 in. | 2810 mm 100.39 in. | 2550 mm 110.62 in. | 2810 mm

최소 회전 반경(편 브레이크 미사용) 116 in. | 2950 mm 117.5 in. | 2985 mm 105.51 in. | 2680 mm 122.83 in. | 3120 mm 121.25 in. | 3080 mm 122.83 in. | 3120 mm

중량(ROPS 포함) 58.07 lb | 1475 kg 3289 lb | 1492 kg 3386.3 lb | 1536 kg 3628.80 lb | 1646 kg 4111.62 lb | 1865 kg 64.80 lb | 1646 kg

최소 회전 반경(편 브레이크 미사용) 116 in. | 2950 mm 117.5 in. | 2985 mm 105.51 in. | 2680 mm 122.83 in. | 3120 mm 121.25 in. | 3080 mm 122.83 in. | 3120 mm

타이어 규격

농업용 - 전 8.0-16 7.0-16 8-16 �PR 9-16 �PR 9-16 �PR 9-16 �PR

농업용 - 후 12.4-24 11.2-24 12.4-24 �PR 13.6-24 �PR 13.6-24 �PR 13.6-24 �PR

산업용 - 전 - ��x��.�-��

산업용 - 후 - ��.�x��

PTO

형식 독립식 독립식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작동 방식 전자유압식 전자유압식 전자유압식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표준 회전속도 540/750/1000 540/ ���E 560/780 560/780/1021 560/780/1021 560/780/1021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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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for 
your world

TYM은 매력적인 형태, 앞선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갖춘 트랙터를 만들어 냅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제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문성으로 고객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믿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고객을 향한 헌신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온 TYM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조립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로 뻗어나가 전 세계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www.tym.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