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 임대료 ☎ 043) 835 - 3675

기종별 임대료(원) 기종별 임대료(원) 기종별 임대료(원)

트랙터 및 작업기 트랙터 및 작업기 엔진, 전기, 기타

트랙터(R43) 73,000 콩탈곡기(구) 13,000 콤바인 179,000

트랙터(R48) 94,000 콩탈곡기(신) 17,000 곡물호퍼통 9,000

트랙터(D702) 166,000 땅콩탈곡기 13,000 농업용굴삭기 94,000

트랙터(DK550R) 111,000 들깨탈곡기 11,000 스키드스티어로더 111,000

건초모우기 20,000 파종기(10조) 24,000 잔가지파쇄기 28,000

건초포장기(중형) 56,000 트레일러 13,000 파이프밴딩기 20,000

건초포장기(대형) 94,000 로우더 20,000 동력전동가위 13,000

건초포장기(투암) 73,000 써래 13,000 동력예취기(덩굴) 32,000

원형결속기(겸용) 179,000 동력예취기(콩) 24,000

원형결속기(중형)구 136,000 경운기 및 작업기 참깨수확기(2조) 73,000

원형결속기(중형)신 179,000 경운기(구) 13,000 콩탈곡기(모터) 11,000

원형결속기(대형) 179,000 경운기(DT100N) 20,000 콩탈곡기(엔진) 17,000

사각결속기 94,000 땅속작물수확기 9,000 풍구 9,000

사각집게 13,000 고구마수확기 11,000 탈망기(구) 9,000

논두렁조성기(소) 17,000 탈망기(신) 11,000

논두렁조성기(대) 20,000 관리기 및 작업기 볍씨파종기 24,000

돌수집기(두루) 24,000 관리기(880) 13,000 파종기(인력) 9,000

돌수집기(강원) 28,000 관리기(900) 17,000

땅콩수확기 17,000 관리기(1000) 13,000 이앙기

다목적수확기 17,000 관리기(인삼) 11,000 승용이앙기(6조) 94,000

땅속작물수확기(두루) 20,000 관리기(채소) 11,000 승용이앙기(측조시비기) 111,000

땅속작물수확기(강원) 28,000 휴립기 9,000 보행이앙기 20,000

고구마수확기 13,000 비닐피복기 9,000

로터리(175) 13,000 파종기(4조) 11,000 콩정선

로터리(이동식) 13,000 승용관리기 56,000 작업별(내방) 40㎏ 작업료

로터리(215)구 17,000 승용관리기(디젤) 94,000 콩정선 1포 2,000

로터리(215)신 20,000 로터리(승용)아세아 13,000

광폭로터리 32,000 로터리(승용)동양 17,000 임작업

심경크랭크로터리 56,000 휴립피복기(승용) 13,000 작업별 구분 ㎡당 작업료

배토기 11,000 땅속작물수확기(승용) 17,000 경운 1 35원

보리배토기(2골) 17,000 동력제초기(승용) 17,000 330㎡ 미만 기본료 11,000원

인삼두둑성형기(구) 32,000 퇴비살포기 정지 1 37원

인삼두둑성형기(신) 56,000 트랙터용 330㎡ 미만 기본료 12,000원

단용쟁기(3련) 13,000 퇴비살포기(3톤)로터리 28,000 정지·두둑 1 53원

단용쟁기(4련) 17,000 퇴비살포기(4톤)원판,로터리 56,000 330㎡ 미만 기본료 17,000원

치즐쟁기 20,000 퇴비살포기(5톤)로터리 56,000 정지·써래 1 53원

이랑쟁기(6련) 11,000 퇴비살포기(5.5톤)원판,로터리 56,000 330㎡ 미만 기본료 17,000원

원판구동쟁기 28,000 퇴비살포기(6.2톤)원판,로터리 56,000 수도작(이앙) 1 47원

분무기(견인형) 20,000 330㎡ 미만 기본료 15,000원

비료살포기 11,000 경운기 • 보행 수도작(수확) 1 67원

다목적살포기 17,000 퇴비살포기(경운기) 17,000 330㎡ 미만 기본료 22,000원

심토파쇄기 17,000 퇴비살포기(보행) 56,000 ※ 임작업료 천원 미만은 절삭함.



※ 농업기계 임대 절차 ※

회원등록
·회원등록은 임대사업장에 직접 방문

·임대 가능 여부 등 확인

⇩
예약접수 ·방문 및 전화 접수 (☎ 835-3675)

⇩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차인 본인 방문(신분증, 경작사실 확인서등)

⇩
임대료 납부 ·현금, 카드, 고지서 등 납부

⇩
 출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확인 및 안전사용 설명

·임대 농업기계 출고시 견고하게 결속하고 이동

⇩
사용

·농업기계 사용중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담당자 연락

·무리한 사용은 자제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

·임차인은 농업기계 사용 후 세척

⇩
반납 ·담당자의 농업기계 작동 및 세척 상태 확인 후 반납

※ 농업기계 임작업 절차 ※

전화예약 ·전화 및 방문예약 (☎ 835-3675)

⇩
신청서 작성

·신분증, 경작사실 확인서(직불금, 경영체 등)

  지참 방문.

⇩
신청지 확인 ·작업지 확인

⇩
작업지시 ·작업자 작업지시

⇩
작업시행 및 작업완료 ·작업자 작업 종류에 따라 작업

⇩
작업료 납부 ·현금, 고지서, 카드, 계좌 등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