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농업기계가
2018 농기계 은행사업과 
함께 합니다.

LS농기계 판매 및 서비스 안내

LS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보다 편리하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120여 
대리점과 주요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S농기계를 구입하신 농민 여러분을 위하여 정기 
순회 서비스와 특정시기(이앙시기, 추수시기)에 각도 
영업소 주관하에 서비스 및 A/S요원 현장 파견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친절,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정신으로 사후 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LS농기계 서비스 신고 요령

LS농기계 사용중 이상이 생기거나 의문이 있을 때는 
구입하신 LS농업기계 대리점이나 LS농기계 지역 영업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만약 대리점에서 해결 안되는 불만 사항이 있을 때는 LS
농기계 고객만족팀(063-279-5810~6) 문의 상담하여 
주십시오.

LS농기계 서비스 안내

하나 조합원들만의 혜택 / 금년 마지막 
최저가 구입 찬스!
▶ 시중가 보다 훨씬 저렴

▶ 임대 계약기간 만료 후 자가 소유

둘

차원이 다른 서비스 혜택!
▶ 농협과 대리점의 체계적인 서비스망 구축

▶ 엔진오일 및 필터 무상교환

▶ 사용중 정기 방문을 통한 무상점검 

셋

목돈이 필요없는 절호의 기회!
▶ 융자, 이자, 자부담 “無” 

2018 농협농기계 사업 안내
(은행사업용)

LS트랙터를 가장 저렴하고 쉽게 소유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정부와 농협"이 농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협 임대사업 농협과 LS트랙터가 함께 합니다.

"정부와 농협"이 농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협 임대사업, 농협과 LS트랙터가 함께 합니다.

ISO 9001 ISO 14001인   증 GD
OECD

LS Tractor는 제품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없이 기술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판매처 및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모든 상표 및 제품명은 등록된 상표입니다.

(LS Tractor 201801) 1666-5482
농 사 빨 리 ~

콜 센 터

■ 전주공장 Tel : (063) 279-5114  ■ 국내영업본부 Tel : (063) 279-5974 

■ 고객만족팀 Tel : (063) 279-5811~5  ■ 부품서비스팀 Tel : (063) 279-5463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86번지

www.lstractor.co.kr

5년무상
실 용 적

서 비 스

5년 무상 품질보증 실시!

LS트랙터는 농협과 대리점의 체계적인 
서비스망 구축과 5년 무상 품질보증을 
통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켜 드립니다.

LS농업기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에서 서비스까지

LS트랙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객의 기대,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농협 임대 사업은 단연 LS 입니다.

LS트랙터는 9년 연속 “농협농기계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LS트랙터와 농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오고 있으며 농협과 상생 MOU를 체결하여 
농민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LS 트랙터는 풀 옵션, 
최신 모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LS트랙터는 풀옵션 적용으로 운전자의 편의성과 
작업효율을 극대화 하였고, 새로운 디자인의 2018
년형 최신 모델을 공급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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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농기계 
사업 선정9년연속 

‘농협과 LS엠트론’이 농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협농기계 사업!

농협이 인정한 LS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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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LS트랙터가 또 한번 앞서 갑니다.  
2018년 고객을 향한 LS의 정직한 고집은 LS트랙터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관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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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품질보증

■ 경기영업소 : (031) 8011-2100~9 / 경기정비공장 : (031) 8011-2101 ■ 강원영업소 : (033) 812-2370 / 강원정비공장 : (033) 812-2370
■ 충북영업소 : (043) 716-1133 / 충북정비공장 : (043) 716-1133  ■ 충남영업소 : (042) 825-3090 / 충남정비공장 : (042) 825-3090 
■ 전북영업소 : (063) 722-3366 / 전북정비공장 : (063) 722-3366  ■ 전남영업소 : (061) 820-8001 / 전남정비공장 : (061) 820-8001
■ 경북영업소 : (054) 654-4873  / 경북정비공장 : (054) 654-4873 ■ 경남영업소 : (055) 800-8212 / 경남정비공장 : (055) 80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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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마력) 시리즈 형식(모델) 상품코드 공급가격

18
LS 

MINI

XQ1018 2100040075872 6,700

XQ1018-S 2100040229107 7,700

35
XG

XG3135 2100040075896 13,100

41 XG3140 2100040075902 13,900

45

XR

XR4145-QTLH 2100039904916 22,000

46
XR4145-QTLS 2100041411860 21,500

XR4145-S 2100041411839 20,000

51

XR4150-QTL 2100039908341 19,000

XR4150-QTLH 2100039908372 19,000

XR4150-QTLS 2100041411884 23,000

XR4150-S 2100041411877 20,700

56

XR4155-H 2100039527139 20,000

XR4155-QTLH 2100039908396 21,000

XR4155-QTLS 2100041350565 24,700

XR4155-S 2100041350541 23,500

46

XU

XU6145-C 2100040813559 22,700

51 XU6150-QTL 2100039908280 24,100

56 XU6155-QTL 2100039908402 26,500

59

XU6158-CQTL 2100039908310 32,200

XU6158-CQTLEDPS 2100041411921 33,500

XU6158-QTL 2100039908235 28,900

64

XU6163-CQTL 2100039908129 34,900

XU6163-CQTLEDPS 2100041411969 35,500

XU6163-QTL 2100039907405 32,200

69

XU6168-CQTL 2100039907382 36,500

XU6168-CQTLEDPS 2100041411990 36,800

XU6168-CQTLPS 2100039527245 36,800

XU6168-QTL 2100041411983 34,900

 

규격
(마력) 시리즈 형식(모델) 상품코드 공급가격

74 MT5 MT5.73-EDPS 2100041412003 42,200

86

XP

XP7086-EDPS 2100041412027 50,300

95 XP7095-EDPS 2100041412041 52,300

102 XP7102-EDPS-M 2100041413505 61,620

107

T
(CNH)

T4.105 2100040229145 76,000

117 T4.115 2100040229206 77,300

125

T6.155-SPS 2100041413567 124,300

T6.155-SPSFT 2100041413604 137,000

T6050-SPSFT 2100038753713 111,500

135
T6.165-SPS 2100041413635 136,500

T6.165-SPSFT 2100041413673 145,500

145
T6.175-CVTFT 2100041413758 171,000

T6.180-SPS 2100041413734 147,000

145
T7.185 2100038753737 135,000

T7.185-FT 2100038753751 145,000

160
T7.200 2100037079401 147,000

T7.200-FT 2100037079555 162,000

165

T7.210 2100037079432 155,900

T7.210(T4) 2100041413772 179,800

T7.210-FT 2100037079586 170,900

T7.210-FT(T4) 2100041413802 190,000

규격 시리즈 형식(모델) 상품코드 공급가격

6조 이앙기
LV63DU 2100038555430 23,608

LV63DUR 2100038555454 27,972

190CM 콤바인 MC85CM 2100042208117 62,700

과수 / 하우스 수도작 / 밭작업 이앙기 / 콤바인멀티 / 축산 / 곤포

35 41마력

18마력

▒ Tier4 3기통 디젤엔진 장착 
▒ PTO 자동 on / off 기능으로 PTO 동력 자동 차단
▒ 각종 안전장치 탑재로 운전자 안전 최우선 고려
▒  전후진 HST 페달,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하여 운전  

편리성 극대화 

XQ1018 / XQ1018-S

LV63DU / LV63DUR
▒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6조 승용 이앙기
▒  강력한 내구성의 20마력 디젤엔진 탑재
▒  수퍼 스마일 턴으로 작업 효율성을 증대

MC85CM
▒  다양한 작물(벼, 보리, 콩, 밀, 유채, 메밀, 수수, 귀리) 수확가능
▒  내구성이 강한 전투입 방식으로 저렴한 유지비 실현 

▒  높은 지상고와 주형 크롤러 채용으로 우수한 습전 주행성

XG3135 / XG3140

▒  친환경 엔진(LS Tier4) 장착  
▒  기본에 충실한 과수 / 하우스 전용 실속형 트랙터
▒  전자 유압식 PTO 적용으로 작업기/작물 보호
▒  전진 12단/후진 12단 동급 최대의 변속 단수

컴팩트 트랙터!
친환경

XR4145-QTLH / XR4150-QTL / XR4150-QTLH / 
XR4155-H / XR4155-QTLH

하우스 / 과수원 최적 트랙터!
친환경

▒  저매연 고효율의 친환경 엔진(LS Tier4) 장착 
▒  턴업 / 백업기능 적용으로 전·후진 및 조향 작업성을 개선

▒  배속턴 기능 적용하여, 회전반경 / 흙 몰림 최소화 (선택사양)

XR4145-S / XR4145-QTLS / XR4150-S / 
XR4150-QTLS / XR4155-S / XR4155-QTLS

하우스 작업의 최적 트랙터!
친환경

▒  저매연 고효율의 친환경 엔진(LS Tier4) 장착 
▒  좁은 반경으로 회전 용이한 배속턴 기능 (선택사양)
▒ H형 변속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변속 가능
▒ PTO 3단 적용으로 각 작업에 맞는 회전수 설정 가능

XU 시리즈

MT5 시리즈

XP 시리즈

T(CNH) 시리즈XG 시리즈

XR 시리즈

LS MINI

 45  51 56마력

 46  51 56마력

XU6145-C

▒  원터치 개방형 본네트 
▒  작업 속도에 따른 주행 비례 PTO 적용
▒  작동이 편리한 조작 유니트
▒  수평제어 장치 / 배속턴 기본 장착

강력한 내구성과 탁월한 작업성!작지만 강한 만능 농기계!

XU6150-QTL / XU6155-QTL / XU6158-QTL / 
XU6163-QTL / XU6168-QTL

▒  수평제어 장치 / 배속턴 기본 장착
▒  작업 속도에 따른 주행 비례 PTO 적용
▒  동급 최고의 대용량 연료탱크(80L) 탑재로 장시간 작업이 가능

최고의 작업 능률, 쾌적한 작업환경!

XU6158-CQTL / XU6158-CQTLEDPS / XU6163-CQTL 
/ XU6163-CQTLEDPS / XU6168CQTL / XU6168-
CQTLEDPS / XU6168-CQTLPS 

수도작 / 밭작물 최적 트랙터!
친환경

▒  저매연 고효율의 친환경 엔진(LS Tier4) 장착 
▒   자동 PTO ON / OFF 기능 (AUTO PTO)
▒ 수평제어 장치 / 배속턴 기본 장착
▒ 로더조이스틱 장착

MT5.73-EDPS

▒  국내 최초 4주식 캐빈 적용으로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 
▒  동급 최대 양력으로 다양한 작업기 장착 가능 
▒  무게 3톤, 차폭 증대, 타이어 확장으로 견인력 동급 최강 
▒  저연비•저진동•저소음 친환경 LS Tier4 터보엔진 장착

 59  64 69마력

 49

73마력

46마력

축산에 최적화된 명품 트랙터!
수도작과 전작,

2018 농협농기계 은행사업 공급 가격표

XP7086-EDPS / XP7095-EDPS / XP7102-EDPS-M

▒  높은 효율과 연비의 명품 FPT Tier4 엔진
▒  전방유압밸브 3쌍 적용으로 베일 운반 작업 용이
▒  동급 최고수준의 양력 (3,800kgf)
▒  다채로운 편의사항 탑재된 프리미엄 트랙터 

 86  95 102마력

간편한 조작성과 다양한 
기능의 최첨단 트랙터!

107 117마력

 125 135 145마력

국내 최초 4주식 캐빈!
동급최강!친환경

마감임박

 55  59 64마력

 145 160 165 180마력

▒  CVT(무단변속) 기능 탑재 (T6.175)
▒  전동식 및 열선 탑재 사이드미러로 깨끗한 시야확보 
▒  총 16개의 전/후방 LED램프 적용으로 야간작업 시 360도   

가시거리 확보 (T6.175)

T6050-SPSFT / T6.155-SPS / T6.155-SPSFT / T6.165-SPS / 
T6.165-SPSFT / T6.175-CVTFT / T6.180-SPS

▒  고장 진단 및 에러 코드 저장 기능
▒  엔진 출력을 30% 증대 시켜 작업 효율을 극대화 시킨   

엔진 파워 부스터 기본 장착
▒  친환경적인 Tier4 FPT 엔진 장착

T7.185 / 7.185-FT / 7.200 / T7.200-FT / T7.210 / 
T7.210(T4) / T7.210-FT / T7.210-FT(T4) 

▒  긴 엔진오일 교체 주기 (600시간) 
▒  고효율의 에어크리너 및 먼지 자동 배출 시스템
▒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보장한 머플러 Tail pipe

T4.105 / T4.115

마감임박

마감임박하우스 
작업 최적의 

트랙터!

동급 
최강의 명품  

트랙터!

수도작 / 
밭작물 최적의 

트랙터!

 2018 농협농기계 은행사업 대상기종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