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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에서 송신기의 출발버튼을 누르면 방제기가 정지점을 
향해 동작을하고 정지점에서 2-3초 정지후 출발점으로 되돌
아 옵니다. 작동중에 방제기의 속도와 정지, 후진제어가 가능
합니다.

- 약대에서 농약을 살포시에 방제기가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농약살포를 중지합니다.

- 방제기의 작동이 기계적인 작동이 아닌 특허회로인 전자회로에   
  의해 작동이 되므로 고장이 없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리모컨 송신기가 포함되어 있어 파프리카 농장등 높은곳에 
  방제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 송신기로 출발과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RBL-200

리모트 무인방제기 본체사양

동작설명

제품특징

가로 세로 높이 중량 배터리 무게 입력전압

500mm 200mm 400mm 11kg 5kg DC24V

리모트무인방제기본체  휴대용송신기 24V 8AH 배터리  충전기

구성품

04



출발점에서 송신기의 출발버튼을 누르면 방제기가 정지점을 
향해 동작을하고 정지점에서 2-3초 정지후 출발점으로 되돌
아 옵니다. 작동중에 방제기의 속도와 정지, 후진제어가 가능
합니다.

- 약대에서 농약을 살포시에 방제기가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농약살포를 중지합니다.

- 방제기의 작동이 기계적인 작동이 아닌 특허회로인 전자회로에   
  의해 작동이 되므로 고장이 없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리모컨 송신기가 포함되어 있어 파프리카 농장등 높은곳에 
  방제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 송신기로 출발과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RBL-200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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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무인방제기 본체사양

동작설명

제품특징

가로 세로 높이 중량 배터리 무게 입력전압

500mm 200mm 400mm 11kg 5kg AC220V

리모트무인방제기본체  휴대용송신기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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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200

동작설명

리모트무인방제기본체 24V 8AH 배터리  충전기

구성품

리모트 무인방제기 본체사양

제품특징

가로 세로 높이 중량 배터리 무게 입력전압

500mm 200mm 400mm 11kg 5kg DC24V

- 약대에서 농약을 살포시에 방제기가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농약살포를 중지합니다.

- 방제기의 작동이 기계적인 작동이 아닌 특허회로인 전자회로에   
  의해 작동이 되므로 고장이 없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출발점에서 송신기의 출발버튼을 누르면 방제기가 정지점을 향해 
동작을하고 정지점에서 2-3초 정지후 출발점으로 되돌아 옵니다. 
작동중에 방제기의 속도와 정지, 후진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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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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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설명

리모트무인방제기본체

구성품

리모트 무인방제기 본체사양

제품특징

가로 세로 높이 중량 배터리 무게 입력전압

500mm 200mm 400mm 11kg 5kg AC220V

- 약대에서 농약을 살포시에 방제기가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농약살포를 중지합니다.

- 방제기의 작동이 기계적인 작동이 아닌 특허회로인 전자회로에   
  의해 작동이 되므로 고장이 없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출발점에서 송신기의 출발버튼을 누르면 방제기가 정지점을 향해 
동작을하고 정지점에서 2-3초 정지후 출발점으로 되돌아 옵니다. 
작동중에 방제기의 속도와 정지, 후진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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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성이엔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2 디에스벤처타운117동
TEL. 031-431-6107   FAX. 031-499-5910

전국 농협은행에서
1년 거치 4년 2%, 

제품가의 80%를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품질보증서와 

하자 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haseng.com
화성이엔지.한국

쇼핑몰
www.whse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