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IL CONTROLLED SPRAYER



AU-10024
  가로 : 1400mm  x  세로 : 400mm  x  높이 : 1400mm 

레일 무인방제기 본체사양

방제기 특징

동작설명

구성품

1. 입력전압 : DC 24V 2. 토출구경 : 25mm

3. 분사량 : 6 ℓ/min 4. 약재통용량 : 100ℓ, 200ℓ, 500ℓ

5. 수평약대가능

출발점에서 출발버튼을 누르면 방제기가 정지점을 향해 동작을

하고 정지점에서 2-3초 정지후 출발점으로 되돌아 옵니다.

작동중에 방제기의 비상정지가 가능합니다.

- 레일무인방제기본체1대, 

- 24V / 100AH 배터리1대, 

- 충전기1대,

AU-10024



AU-10024

컨트롤러
각부 명칭

① 전원 스위치
상:전원이 켜짐(ON)  

하:전원이 꺼짐(OFF)

② 볼륨 
방제기의 구동모터의 속도 조절

(0-100)

③ 자동/수동스위치
상:방제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작동 

하:방제기의 작동을 수동으로 작동

④ DC 전압표시기
배터리의 전압상태를 디지털로 표시

해서 충전 시점을 알 수 있음

⑤ 전진/후진 스위치
상:방제기 수동 작동 시에 전진 방향  

하:방제기 수동 작동 시에 후진 방향

⑥ 분사 스위치
상:분무 모터를 작동시켜서 농약,

양액, 물의 분무를 함

하:분무 모터를 OFF

⑦ 자동출발 스위치
자동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레일방제

기가 레일의 정지 점까지 전진했다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옴

⑧ 정지 스위치
비상시에 한번누르면 레일방제기가 

멈추면서 농약, 양액, 물을 분사하지

않음.

다시한번 누르면 레일방제기가 작동

하면서 농약,양액,물을 분사함

⑧ ①

②

③④
⑤

⑥

⑦



SENS-10024
  가로 : 1400mm  x  세로 : 400mm  x  높이 : 1400mm 

레일 무인방제기 본체사양

방제기 특징

동작설명

구성품

1. 입력전압 : DC 24V 2. 토출구경 : 25mm

3. 분사량 : 6 ℓ/min 4. 약재통용량 : 100ℓ, 200ℓ, 500ℓ

5. 수평약대가능

출발점에서 출발버튼을 누르면 방제기가 정지점을 향해 

동작을하고 정지점에서 2-3초 정지후 출발점으로 되돌

아 옵니다. 작동중에 방제기의 비상정지가 가능합니다.

- 센서무인방제기본체1대, 

- 24V / 100AH 배터리1대, 

- 충전기1대 SENS-10024NNNNSSS



컨트롤러
각부 명칭

① 전진/후진 스위치
상:방제기 수동 작동 시에 전진 방향  

      하:방제기 수동 작동 시에 후진 방향

② 볼륨 
방제기의 구동모터의 

속도 조절 (0-100)

③ 정지 스위치
비상시에 한번누르면 레일방제기가 

멈추면서 농약, 양액, 물을 분사하지

않음.

④ 자동/수동스위치
상:방제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작동 

하:방제기의 작동을 수동으로 작동

⑤ 분사 스위치
상:분무 모터를 작동시켜서 농약,

영양액, 물의 분무를 함

하:분무 모터를 OFF

⑥ 조이스틱 스위치
    상하좌우 방향전환 스위치

⑦ 자동출발 스위치
자동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레일방제

기가 레일의 정지 점까지 전진했다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옴

⑧ 전원 스위치
상:전원이 켜짐(ON)  

하:전원이 꺼짐(OFF)

①

⑧

②
③ ④

⑤ ⑥

⑦

SENS-10024



MA-10012
  가로 : 950mm  x  세로 : 400mm  x  높이 : 800mm 

레일 무인방제기 본체사양

방제기 특징

동작설명

구성품

1. 입력전압 : DC 12V 2. 토출구경 : 25mm

3. 분사량 : 6 ℓ/min 4. 약재통용량 : 50ℓ, 100ℓ, 200ℓ

작업자가 수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작업.

- 레일무인방제기본체1대, 

- 12V / 100AH 배터리1대, 

- 충전기1대

MA-10012



레일 무인방제기 본체

배터리 충전기

AU-10024 MA-10012SENS-10024 AU-10024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십시오.

㈜화성이엔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2123-2 디에스벤처타운117동 

Tel. 031-431-6107   Fax. 031-499-59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ISO9001 살수장치특허등록증벤처확인증 연구소인증서

RBL-200AC스마트팜은 
화성이엔지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