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카탈로그

중소형
트랙터

26 - 60 hp

국내 유통 및 판매 전용



TYM 중소형 트랙터의 다양한
시리즈를 찾아 보세요.
강력한 출력과 생산성을 제공하는 TYM 시리즈 3 및 시리즈 4 중소형 트랙터를 찾아

보세요.

시리즈 3

TC36
34.7 ps

TE48
48.3 ps

TG50
48.9 ps

TG56
57.1 ps

TG43
43.1 ps

TG55
51.5 ps

TG60
55.9 ps

시리즈 4

TE58 (C)
55.1 ps

TM50
46.6 ps

TM55
51.5 ps

TM60
55.9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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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TYM 중소형 트랙터를
선택하나요?
강력한 파워, 간편한 조작,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작업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지원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뛰어난 작업 성능 

콤팩트한 디자인과 최소 회전 반경으로 천장 높이가 낮거나

좁은 공간에서 문제 없이 다양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유지 보수 

중소형 트랙터 제품들은 원터치 시스템 오픈 후드로 엔진과

보조 시스템의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편리합니다.

프리미엄 운전석 

인체공학적인 좌석 및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들이

프리미엄 캐빈에 장착되어 있어 편안함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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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파워와 효율성
민첩한 디자인과 향상된 기능성을 결합한 TYM 중소형 트랙터는 엔진

출력, 제어 장치, 캐빈 등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경작 농업, 제설 작업, 조경 작업과 같은 중소 규모의 작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경작 농업 건설 작업

제설 작업 조경 작업



TC36
편리한 과수원 작업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34.7 ps  

모델명 
얀마 �TNV��C  

3점 히치 양력 
1197 kg  

PTO 출력 
26.8 ps

1. 로더 링크 장치

2. PTO on/off 스위치

3. 이중 필터 에어
클리너

4. 전/후진 셔틀 레버

5. ROPS

6. 주변속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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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48
기본 성능을 유지한 새로운 가격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8.3 ps  

모델명 
국제 A����N�  

3점 히치 양력 
1219.6 kg  

PTO 출력 
34.5 ps

1. 스로틀 레버

2. PTO 변속 레버

3. 기능 스위치

4. 후방 외부 포지션
레버

5. 인체공학적 외부
유압 조작 레버

6. 전/후진 셔틀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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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50
세련된 최신식 유선형 디자인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8.9 ps  

모델명 
콜러 KDI����TCR  

3점 히치 양력 
1557 kg  

PTO 출력 
40.0 ps

1. 작업 시야가 좋은
유선형 후드 디자인

2. 전자 유압 스위치
패널

3. 스로틀 다이얼

4. 후방 외부유압밸브

5. 고급 후방 램프

6. PTO 변속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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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56
하우스 최적화 기능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57.1 ps  

모델명 
콜러 KDI����TCR  

3점 히치 양력 
1557 kg  

PTO 출력 
46.2 ps

1. 작업 시야가 좋은
유선형 후드 디자인

2. 전자 유압 스위치
패널

3. 스로틀 다이얼

4. 후방 외부유압밸브

5. 고급 후방 램프

6. PTO 변속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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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43
파워풀한 하우스 작업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3.1 ps  

모델명 
얀마 �TNV��CR  

3점 히치 양력 
1403 kg  

PTO 출력 
34.0 ps

1. 작업 시야가 좋은
유선형 후드 디자인

2. 전자 유압 스위치
패널

3. 스로틀 다이얼

4. 후방 외부 유압 포트

5. 고급 후방 램프

6. 정역전 4단 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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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55
하우스 작업에 딱 맞는 자유로운 움직임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51.5 ps  

모델명 
얀마 �TNV��CR  

3점 히치 양력 
1403 kg  

PTO 출력 
42.0 ps

1. 작업 시야가 좋은
유선형 후드 디자인

2. 전자 유압 스위치
패널

3. 스로틀 다이얼

4. 후방 외부유압밸브

5. 고급 후방 램프

6. PTO 변속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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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60
하우스 작업에 딱 맞는 사이즈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55.9 ps  

모델명 
얀마 �TNV��CR  

3점 히치 양력 
1403 kg  

PTO 출력 
45.5 ps

1. 작업 시야가 좋은
유선형 후드 디자인

2. 전자 유압 스위치
패널

3. 스로틀 다이얼

4. 후방 외부유압밸브

5. 고급 후방 램프

6. PTO 변속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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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58 (C)
기본 성능을 유지한 새로운 가격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55.1 ps  

모델명 
국제 A����T�  

3점 히치 양력 
1733 kg  

PTO 출력 
43.1 ps

1. PTO 모드 스위치
(OFF, MANUAL,

AUTO)

2. 스로틀 레버

3. 다양한 작업을 위한
후방 외부유압밸브

4. ROPS 또는 캐빈

5. PTO ON/OFF
스위치

6. 로더 조이스틱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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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50
프리미엄 캐빈과 편리한 기능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46.6 ps  

모델명 
얀마 �TNV��C  

3점 히치 양력 
1528 kg  

PTO 출력 
37.3 ps

1. PTO 레버

2. 스로틀 레버

3. 작업기 승하강
스위치

4. PTO 모드 스위치
(OFF,MANUAL,AUTO)

5. 전자식 유압 제어
시스템

6. 로더 조이스틱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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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55
민첩한 조작성과 다목적 작업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51.5 ps  

모델명 
얀마 �TNV��CT  

3점 히치 양력 
1528 kg  

PTO 출력 
42.0 ps

1. PTO 레버

2. 스로틀 레버

3. 작업기 승하강
스위치

4. PTO 모드 스위치
(OFF,MANUAL,AUTO)

5. 전자식 유압 제어
시스템

6. 로더 조이스틱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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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60
전천후 작업 환경에 최적화

주요 사양:

총 엔진 출력 
55.9 ps  

모델명 
얀마 �TNV��CT  

3점 히치 양력 
1528 kg  

PTO 출력 
45.5 ps

1. PTO 레버

2. 스로틀 레버

3. 작업기 승하강
스위치

4. PTO 모드 스위치
(OFF,MANUAL,AUTO)

5. 전자식 유압 제어
시스템

6. 로더 조이스틱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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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TC�� TE�� TG�� TG�� TG�� TG�� TG�� TE�� (C) TM�� TM�� TM��

엔진

모델명 얀마 �TNV��C 국제 A����N� 콜러 KDI����TCR 콜러 KDI����TCR 얀마 �TNV��CR 얀마 �TNV��CR 얀마 �TNV��CR 국제 A����T� 얀마 �TNV��C 얀마 �TNV��CT 얀마 �TNV��CT

형식명
수냉 3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수냉 3기통 디젤엔진 수냉 3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수냉 4기통 디젤엔진

총 엔진 출력
34.7 ps | 25.5
kW

48.3 ps | 35.5
kW

48.9 ps | 36 kW 57.1 ps | 42 kW
43.1 ps | 31.7
kW

51.5 ps | 37.9
kW

55.9 ps | 41.1
kW

55.1 ps | 40.5
kW

46.6 ps | 34.3 kW 51.5 ps | 37.9 kW 55.9 ps | 41.1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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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 수 3 4 3 3 4 4 4 4 4 4 4

배기량
100.2 cu. in. |
1642 cc

139.5 cu. in. |
2286 cc

113.56 cu. in. | 1861 cc 113.56 cu. in. | 1861 cc
133.64 cu. in. |
2190 cc

127.6 cu. in. |
2091 cc

127.6 cu. in. |
2091 cc

139.5 cu. in. |
2286 cc

133.64 cu. in. | 2190 cc 127.6 cu. in. | 2091 cc 127.6 cu. in. | 2091 cc

에어 클리너 형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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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분사 방식 직접 분사 방식 간접 분사 방식 커먼레일 방식 커먼레일 방식 커먼레일 방식 커먼레일 방식 커먼레일 방식 간접 분사 방식 커먼레일 방식 커먼레일 방식 커먼레일 방식

유압 시스템

유압 펌프 형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기어식

작업 유량
6.1 gpm | 23.09
l/min

7.66 gpm | 29
l/min

9.64 gpm | 36.49 l/min 9.64 gpm | 36.49 l/min
9.64 gpm |
36.49 l/min

9.64 gpm |
36.49 l/min

9.64 gpm |
36.49 l/min

7.66 gpm | 29
l/min

9.5 gpm | 35.96 l/min 9.5 gpm | 35.96 l/min 9.5 gpm | 35.96 l/min

조향 장치 유량
4.4 gpm | 16.66
l/min

4.25 gpm |
16.09 l/min

4.8 gpm | 18.17 l/min 4.8 gpm | 18.17 l/min
4.57 gpm |
17.29 l/min

4.57 gpm |
17.29 l/min

4.57 gpm |
17.29 l/min

4.25 gpm |
16.09 l/min

4.57 gpm | 17.3 l/min 4.57 gpm | 17.3 l/min 4.57 gpm | 17.3 l/min

전체 유량
10.5 gpm |
39.75 l/min

11.91 gpm |
45.08 l/min

14.44 gpm | 54.66
l/min

14.44 gpm | 54.66
l/min

14.07 gpm |
53.26 l/min

14.07 gpm |
53.26 l/min

14.07 gpm |
53.26 l/min

11.91 gpm |
45.08 l/min

14.07 gpm | 53.26
l/min

14.07 gpm | 53.26
l/min

14.07 gpm | 53.26
l/min

3점 링크 규격, 카테고리 I I I I I I I I I I I

3점 히치 양력 1197 kg 1219.6 kg 1557 kg 1557 kg 1403 kg 1403 kg 1403 kg 1733 kg 1528 kg 1528 kg 1528 kg

3점 히치 양력 (히치점
후방 ���mm)

1558 lb | 707
kg

1508.4 lb |
684.2 kg

1994 lb | 904 kg 1994 lb | 904 kg
2351 lb | 1067
kg

2351 lb | 1067
kg

2351 lb | 1067
kg

3057 lb | 1387
kg

2749 lb | 1247 kg 2749 lb | 1247 kg 2749 lb | 1247 kg

유압 제어 종류 위치 제어 위치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수평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수평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수평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수평 제어

위치 제어/견인 부하
제어/수평 제어

유압인출구 수 4 포트 4 포트 6 포트 6 포트 6 포트 6 포트 6 포트 6 포트 6 포트 6 포트 6 포트

성능

연료 탱크 용량
9.0 U.S. gal. |
34 L

9.0 U.S. gal. | 34
L

14.52 U.S. gal. | 55 L 14.52 U.S. gal. | 55 L
14.52 U.S. gal. |
55 L

14.52 U.S. gal. |
55 L

14.52 U.S. gal. |
55 L

17.0 U.S. gal. |
60 L

15.85 U.S. gal. | 60 L 15.85 U.S. gal. | 60 L 15.85 U.S. gal. | 60 L

냉각수 용량 7.4 qt | 7 L 6.9 qt | 6.53 L 9 qt | 8.5 L 9 qt | 8.5 L 9 qt | 8.5 L 9 qt | 8.5 L 9 qt | 8.5 L 6.9 qt | 6.53 L 9 qt | 8.5 L 9 qt | 8.5 L 9 qt | 8.5 L

크랭크케이스 6 qt | 5.7 L 6.8 qt | 6.4 L 7.1 q | 6.7 L 7.1 q | 6.7 L 7.1 q | 6.7 L 7.1 q | 6.7 L 7.1 q | 6.7 L 6.8 qt | 6.4 L 7.1 qt | 6.7 L 7.1 qt | 6.7 L 7.1 qt | 6.7 L

미션/유압 시스템
8.5 U.S. gal |
32.2 L

8.5 U.S. gal |
32.2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9.2 U.S. gal | 34.8 L

전차축 8.7 qt | 8.2 L 2.17 qt | 2.05 L 10.5 qt | 9.9 L 10.5 qt | 9.9 L 10.5 qt | 9.9 L 10.5 qt | 9.9 L 10.5 qt | 9.9 L 10.5 qt | 9.9 L 10.5 qt | 9.9 L 10.5 qt | 9.9 L 10.5 qt | 9.9 L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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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TC�� TE�� TG�� TG�� TG�� TG�� TG�� TE�� (C) TM�� TM�� TM��

동력전달장치

변속 방식 기계식 기계식
기계식/파워 셔틀
(옵션)

기계식/파워 셔틀
(옵션)

기계식/파워 셔틀
(옵션)

기계식/파워 셔틀
(옵션)

기계식/파워 셔틀
(옵션)

기계식
기계식/ 파워 셔틀
(옵션)

기계식/ 파워 셔틀
(옵션)

기계식/ 파워 셔틀
(옵션)

변속 단수 전진 12단 / 후진 12단
전진 12단 / 후진
12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전진 8단 / 후진
8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전진 24단 / 후진
24단

최대 주행 속도 14 m/h | 22.6 km/h
14.9 m/h | 24.0
km/h

17.33 m/h | 27.9
km/h

17.33 m/h | 27.9
km/h

16.65 m/h | 26.8
km/h

16.77 m/h | 27
km/h

17.77 m/h | 28.6
km/h

18.45 m/h | 29.7
km/h

18.64 m/h | 30
km/h

18.2 m/h | 29.3
km/h

19.57 m/h | 31.5
km/h

브레이크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습식 원판식

조향 장치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주클러치 형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건식 원판식

치수 및 무게

전장 118.5 in. | 3010 mm
126.8 in. | 3220
mm

94 in. | 3290 mm 94 in. | 3290 mm
126.18 in. | 3205
mm

94 in. | 3290 mm 94 in. | 3290 mm
141.3 in. | 3590
mm

131.9 in. | 3350 mm
131.88 in. | 3350
mm

131.88 in. | 3350
mm

전폭 55.51 in. | 1410 mm
52.4 in. | 1330
mm

60 in. | 1525 mm 60 in. | 1525 mm 60 in. | 1525 mm 60 in. | 1525 mm 60 in. | 1525 mm
63.8 in. | 1620
mm

65.4 in. | 1660 mm 67.71 in. | 1720 mm 67.71 in. | 1720 mm

축간 거리 64.56 in. | 1640 mm
84.8 in. | 2155
mm

74.4 in. | 1890 mm 74.4 in. | 1890 mm 74.4 in. | 1890 mm 74.4 in. | 1890 mm 74.4 in. | 1890 mm
76.2 in. | 1935
mm

77.2 in. | 1960 mm 77.16 in. | 1960 mm 77.16 in. | 1960 mm

전고 101.96 in. | 2590 mm
100.8 in. | 2560
mm

102.36 in. | 2600
mm

102.36 in. | 2600
mm

100 in. | 2540 mm 100 in. | 2540 mm 100 in. | 2540 mm
102.1 in. | 2594
mm

107.7 in. | 2735 mm 99.6 in. | 2530 mm 99.6 in. | 2530 mm

최저 지상고 14.17 in. | 360 mm
13.6 in. | 345
mm

16.14 in. | 410 mm 16.14 in. | 410 mm 13.18 in. | 335 mm 13.18 in. | 335 mm 13.18 in. | 335 mm
13.8 in. | 350
mm

13.8 in. | 350 mm 13.8 in. | 350 mm 13.77 in. | 350 mm

최소 회전 반경(편
브레이크 사용)

94.4 in. | 2400 mm
106.7 in. | 2710
mm

128.7 in. | 3270
mm

128.7 in. | 3270
mm

129.1 in. | 3280
mm

129.1 in. | 3280 mm 129.1 in. | 3280 mm
121.2 in. | 3080
mm

123.2 in. | 3130 mm 119.3 in. | 3030 mm 119.3 in. | 3030 mm

최소 회전 반경(편
브레이크 미사용)

116 in. | 2950 mm
117.5 in. | 2985
mm

143.3 in. | 3640
mm

143.3 in. | 3640
mm

146.1 in. | 3710
mm

146.1 in. | 3710 mm 146.1 in. | 3710 mm
131.5 in. | 3340
mm

135.4 in. | 3440 mm 139 in. | 3530 mm 139 in. | 3530 mm

중량(ROPS 포함) 3252 lb | 1475 kg
3289 lb | 1492
kg

4409 lb | 2000 kg 4409 lb | 2000 kg 75.39 lb | 1915 kg 73.81 lb | 1875 kg 73.81 lb | 1875 kg 3871 lb | 1756 kg

PTO

형식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작동 방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전유압식

표준 회전속도 540/750/1000 rpm 540/750 rpm
540/750/1000/
역540 rpm

540/750/1000/
역540 rpm

540/750/1000/
역540 rpm

540/750/1000/
역540 rpm

540/750/1000/
역540 rpm

540/750/1000
rpm

540/750/1000/
역540 rpm

540/750/1000/
역540 rpm

540/750/1000/
역540 rpm

PTO 출력 26.8 ps | 19.7 kW
34.5 ps | 25.4
kW

40.0 ps | 29.4 kW 46.2 ps | 34.0 kW 34.0 ps | 25.0 kW 42.0 ps | 30.9 kW 45.5 ps | 33.5 kW 43.1 ps | 31.7 kW 37.3 ps | 27.4 kW 42.0 ps | 30.9 kW 45.5 ps | 33.5 kW

타이어 규격

농업용 - 전
8.0-16 in. | 203.2-406.4
mm

7.0-16 9.5-16 9.5-16 9.5-16 9.5-16 9.5-16 9.5-16 9.5-16 9.5-18 9.5-18

농업용 - 후
12.4-24 in, | 314.96-
609.6 mm

11.2-24 13.6-26 13.6-26 13.6-26 13.6-26 13.6-26 13.6-26 13.6-26 13.6-28 13.6-28

산업용 - 전 - -

산업용 -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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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