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가족이 되신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용도 대동 RS650C 트랙터의 소유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트랙터는 폐사 순정부품과 품질보증본부에서 발행한 엄격한 품질 표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트랙터 작동에 대한
올바른 사용요령은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울러 본 사용설명서는 사용자들이 RS650C 트랙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트랙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
법과 안전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본 사용설명서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특정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입한 폐사의
대리점이나 서비스 본부로 연락하십시오. 기꺼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주기 >
본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난 후에 사용하시고 가까운 곳에 보관하여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본 트랙터를 대여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트랙터의 일부부품으로 간주하고 사용설명서를 트랙터와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사양과 제원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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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위해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에서는 위험, 경고, 주의 혹은 중요, 주기라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
습니다. 이 기호들은 안전상 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험

경 고

주 의

중 요

이 기호는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사망 또
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절박한 위험상황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경상 또
는 일반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불안정한 행동에 대
한 하나의 경고로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호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작업진행과 기술이용을 위한 작업절차 또는
중요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사용자들의 관심사 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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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본 사용설명서에는 트랙터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로써 다양한 기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각 기호에 대한 의미를
잘 숙지하여 정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료 보충 경고

전조등 - 하향

주차브레이크

전조등 - 상향

F

전진

배터리 충전상태

전륜구동 - 연결

N

중립

엔진오일 압력

고속

R

후진

PTO 클러치 제어 - 연결

저속

비상등

PTO 클러치 제어 - 끊김

차동고정

방향지시

엔진 냉각수 온도

배속구동

편브레이크

자동견인

턴업

자동경심

자동수평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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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서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
확하게 파악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종업원이 정해진 품질경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폐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ISO9001;2015/KS Q ISO9001의 요건을 총족시키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국내 및 국제관련 법규와 규격을 준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별도의 중장기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것입니다. 폐사의 품질보증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
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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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침
폐사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의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며 자원절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환
경법규 및 ISO14001;2015의 요건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방침에 따른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
한 방침을 일반 대중과 이해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환경경영 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하여 효과적
으로 시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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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경영방침
폐사는 고객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하고 무결함의 제품을 설계, 생산, 공급함과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폐사의 임직원 모두는 제품안전 경영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외 법령이나 기준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서비스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제품안전 경영방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
로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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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방침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서 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중에 발생되는 유해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 관리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 및 보건법규 OHSAS18001;2007의 요건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하며 내부적으로 별
도의 안전 및 보건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모든 종업원과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
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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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 관련 "사용과 폐기" 에 관한 안내사항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서 경영활동 중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며 자
원절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 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전 종업원은 환경법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고객 및 이해 당사자가 이용가능 하도
록 하여 환경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도 "사용과 폐기" 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본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과부하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부하 작업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과부하 작업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된 배기가스는 우리가 숨쉬는 지구 환경,
즉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직접 각종 오일(엔진, 미션, 유압 등)을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새로운 오일을 보충하면서 발생되는 폐오일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토양과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폐오일은 폐사 대리점에 갖다 주셔서 적법하게 폐기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바르게 사용 조작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수명이 끝나더라도 아무 곳에나 방치(폐기)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들이 폐기(방치)
한 제품에서 흘러 내리는 녹물과 오일 등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명이 끝난 제품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허가 받은 "폐농기계 수거업체" 로 의뢰하여 적법하게 폐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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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전의 안전 준수사항...............................1-2

안전주의 명판관리 .....................................1-38

일반 주의사항................................................... 1-2

명판 부착위치(캐빈) ....................................... 1-38

정비점검 및 청소할 때 ...................................... 1-7

명판 부착위치(ROPS) .................................... 1-40

트랙터 사용시 안전 준수사항 ....................1-14

명판내용 ......................................................... 1-42

엔진을 시동할 때 ............................................ 1-14

1

1

명판관리 유의사항 ......................................... 1-45

작업기 장착 및 작업을 할 때........................... 1-16
주행운전을 할 때 ............................................ 1-22
도로주행 ......................................................... 1-25
좁은 도로, 요철길 및 경사지를 주행할 때....... 1-26
운반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1-28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 1-30

트랙터 보관시 안전 준수사항 ....................1-31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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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 작업시 안전 준수사항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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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의 안전 준수사항
일반 주의사항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경고, 주의로 분
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읽고 숙
지한 후 안전작업에 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또한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전 설명
은 트랙터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외
에도 본문 내용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
으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

그렇게하면 경제적이면서도 고장없이 트
랙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
비와 수리작업은 가능한 한 정비공장에서
실시하십시오.

• 음주자

헬멧

• 임산부

몸에 맞는 옷

• 운전면허 미소지자

소매가 딱 붙는 옷

• 과로, 질병, 약물복용의 영향,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

안전화

운전자는 건강에 유의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C56O101a

작업에 맞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담배
목도리

허리춤에 끼워둔
수건
슬리퍼
C56O102a

[지키지 않으면] 옷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
가거나 발이 미끄러져 예기치 못한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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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O101A

본 트랙터는 기본적으로 농업용 또는 유사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조
사는 보증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여 초래되는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
한 이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위험을 초래합니
다. 보증된 사용은 제조사에 의해 정한 운전, 서
비스 및 정비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56O103a

트랙터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도 함께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C56O105a

트랙터 작업시 운전자 외에 주변에 사람
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인명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대여해 준 트랙터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
으킬 수 있습니다.

트랙터의 운전, 정비 및 수리등의 작업은 수
반되는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
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고 예방수칙 및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강과 안전표준 및 도로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승인되지 않은 개조로부터의 발생되
는 손상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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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06a

트랙터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의 기능에 악영향
을 미칠뿐 아니라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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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07a

트랙터 사용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이
상이 있는 곳은 즉시 정비하십시오. 계절
이 끝나면 정기점검 및 정비를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비불량으로 인해 뜻밖
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C56O108a

옥내 및 밀폐된 장소에서 시동을 걸 때는 창
이나 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 장시간
공회전이나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배기가스 중독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산소결핍으로 뇌
손상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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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09a

트랙터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의 대부분
은 추락 및 전복사고입니다. 안전 프레임
(ROPS)을 떼어내고 운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오니 엄금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추락 또는 전복시에는 사
망 또는 상해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C56O110a

트랙터에 사람이 올라 타거나 물건을 올
려놓지 말고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막
아 주십시오.
• 트랙터와 작업기 위에 사람이 올라 가
거나 물건을 놓으면 안됩니다.

C56O111a

트랙터에 오르내릴 때 뛰어 오르거나 뛰
어 내리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
하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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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지면, 하수구, 강물 등에 버리지
마십시오. 에어컨의 냉매는 지구 대기에
유해하므로 각국 정부에서는 공인된 에어
컨 서비스 센터를 통해 사용된 에어컨 냉
매를 회수 및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재활
용 센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T91O187a

[지키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T91O188a

폐기물을 올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폐사의 장
비에 사용되는 유해 폐기물로는 오일, 연
료, 냉각수, 브레이크액, 필터, 배터리 등
이 있습니다.

캐빈이 밀폐되어 있더라도 유해 살충제가
흡입되는 것마저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살
충제 사용설명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도
록 지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캐빈 내부에 있
더라도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러한 액체를 배출시킬 때는 누수 및 누
유방지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 캐빈을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살충제
사용설명서에 언급한 대로 개인 보호장
구를 착용하십시오.

음식이나 음료용기를 사용하면 누군가 음
료로 착각하고 마실 수 있으므로 절대 사
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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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으면] 살충제의 유해독성으로
인체의 손상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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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정비점검 및 청소할 때

1

C56O112a

정비점검 및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평탄
한 곳에서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 실시하십시오.
경사지에서는 후륜에 고임목을 고여 주십
시오.
• 주 변 속, 부 변 속, P T O 변 속 레 버 가
"<N>(중립)" 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갑자기 움직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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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13a

급유 및 주유시에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실외에서 하십시오. 엔진이 가동중이거나
엔진이 가열된 때는 급유 및 주유를 삼가
하십시오. 연료보충시에는 라이터, 담배
등 인화성이 높은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
십시오.

C56O114a

연료 호스의 손상이나 누유가 없는지 점
검하십시오.
• 호스에서 누유될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연료를 주입한 후에는 연료 캡을 완전
히 닫고 주위에 흘러내린 연료를 깨끗
이 닦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연료등에 인화되어 화상
을 입거나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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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650C

주

기

• 당사 엔진은 녹 방지를 위해 엔진 전

T11O758A

C56O115a

(1) 터보차져

라디에이터가 가열되었을 때에는 라디에
이터 캡을 열지 마십시오.
• 엔진의 시동을 끄고 엔진이 냉각된 후
라디에이터 캡을 여십시오.

엔진을 가동 중이나 가동 후에는 터보차
져가 매우 뜨거우니 절대 만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체에 투명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배기 배니폴더나 터보차져 등
고열이 발생하는 부위의 코팅은 사용
초기에 열에 의해 연소되어 녹 방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사용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위에 녹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열부 코팅은 고열에 의해 연
소 될 때 약간의 연기가 발생될 수 있
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않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보조 물탱크를 통해 냉각수를 점검하십
시오.
[지키지 않으면] 증기가 분출되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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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C56O116a

엔진 및 트랜스미션 오일이나 부동액을
폐기할 때는 폐기설비를 갖춘 곳에서 처
리하도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C56O117a

배터리 점검시 화기(담배, 라이터 등)를
가까이 하면 위험하오니 조심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배터리에서 수소가스가
나오면 인화로 인해 폭발하여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C56O118a

배터리액이 신체나 옷에 묻지 않도록
의하십시오. 배터리액이 눈, 피부, 옷,
구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충분히
척하십시오. 눈에 들어 가거나 마셨을
는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
공
세
때

[지키지 않으면] 배터리액(묽은 황산)으로
인해 옷이 손상되거나 실명 또는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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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 시동모터가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가도
회전이 약해 엔진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 전조등이 평상시보다 많이 어두운 경우
• 혼의 소리가 약하거나 울리지 않는 경우
C56O119a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반드시 주차시
는 시동키를 빼십시오.

C56O120a

배터리 단자에서 코드를 분리할 때는 (-)
단자를 먼저 분리하십시오. 부착할 때는
(+)단자를 먼저 연결하십시오.

전기배선이 다른 부품과 접촉되지 않았는
지 또는 이탈되어 접합부가 느슨하여 유
격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 지정된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 전기부품을 분리하기 전에 배터리 (-)측
의 코드를 배터리 단자로부터 분리하십
시오.

• (+), (-)를 반대로 접속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단락으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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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으면] 단락으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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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1

1

C56O121a

타이어의 공기압은 사용설명서에 기재되
어 있는 공기압으로 유지하십시오. 타이
어에 흠집이 생기거나 러그가 모두 마모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튜브, 림 등의 교환 및 수리는 구입처에 문
의하십시오.

C56O122a

C56O123a

엔진, 소음기, 배터리, 연료탱크 주위에 지
푸라기나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은지 작
업전에 점검하여 제거하십시오.

각종 안전램프 및 방향지시등과 같은 보
안부품의 작동확인은 트랙터가 움직이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 타이어에 공기를 과다하게 주입하지 마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타이어에 공기를 과다하
게 주입하면(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타이
어가 파열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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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24a

C56O125a

브레이크를 점검 및 조정하십시오. 농작
업 외의 도로주행시 반드시 좌/우 브레이
크를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핸들의 유격이나 흔들림이 크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전/후륜 타이어의 볼트 체
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좌/우 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양호한지,
또한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
해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행운전이 이
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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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26a

고압의 유압오일이 유출될 때는 직접 접
촉하지 마십시오. 유압관련 부품을 점검
하거나 분해하기 전에 엔진을 정지시키고
유압 리프트부를 최저상태로 내려 잔류압
력을 제거한 후 작업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압력이 가해져 분출된 유
압오일이 피부에 침투하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고압의 유압오일이 피부에
직접 닿았다면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도
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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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3

1

C56O127a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공구는 적절히 관
리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트랙터에
는 점검 및 조정에 필요한 공구류를 항상
비치해 두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비불량으로 사고를 일
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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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28a

점검 및 정비 등으로 분해한 커버류는 정
비점검 후에 원상태로 재부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엔진부에 걸려 말려 들어
가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C56O129a

연료계통(연료분사 펌프, 연료분사, 노즐),
유압펌프, 오일펌프는 작업자가 직접 점검,
수리하지 말고 정비공장에 의뢰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기능상의 변화로 문제가
발생되어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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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RS650C
트랙터 사용시 안전 준수사항
엔진을 시동할 때

T11O104A

연료 라인내 잔류하는 고압 유체는 심각
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연료 라인,
센서 또는 고압 연료 펌프 및 고압 커먼 레
인(HPCR) 연료 장치가 장착된 엔진 노즐
사이의 기타 부품을 분리하거나 정비하지
마십시오.

C56O130a

시동걸기 전에 주위를 확인하고 트랙터나
작업기 주변에 어린이 등 사람이 접근하
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 등 사람이 상해사
고를 입을 수 있습니다.

C56O131a

시동은 승차한 상태에서 좌석에 앉아 바
른 자세로 시동을 거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갑자기 움직여
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유형의 장치에 숙달된 정비사인 경우
에만 정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판매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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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5

1

C56O132a

C56O133a

시동전에 주변속, 부변속, PTO변속을
"<N>(중립)" 에 놓으십시오.

실내에서 시동을 걸 때는 창이나 문을 열
어 충분히 환기를 시키십시오.

• 주 변 속, 부 변 속, P T O 변 속 레 버 가
"<N>(중립)" 에 놓여 있는지, 레버를 손
으로 움직여 확인하십시오.

•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난기
운전 또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 클러치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 주위를 확인하고 신호를 한 후에 시동을

[지키지 않으면] 배기가스 중독으로 몸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산소 부족으로 뇌 손
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56O134a

난기운전은 주변속, 부변속, PTO변속을
"<N>(중립)" 에 놓고 평탄한 곳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갑자기 움직여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변속기어나 클러치가 들
어가 있으면 트랙터가 뜻하지 않게 움직
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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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 장착 및 작업을 할 때

C56O135a

작업기를 탈/부착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
탄한 곳에서 주차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시키고 트랙터를 확실하게 정
차시킨 후 실시하십시오.
• 탈/부착 작업은 각부의 작동이 멈춘 뒤
에 실시하십시오.
• 야간에는 작업기 및 조정점검을 할 수
있는 조명을 하고 실시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갑자기 움직여
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C56O136a

트랙터에 적합한 작업기를 장착하십시오.
• 작업기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십시오.
• 작업기에 따라 지정된 장착위치에 장착
하십시오.
• 좌/우의 체크링크을 조정하여 작업기가
흔들려도 타이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밖의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C56O137a

두 사람이 작업기를 탈/부착할 때는 신호
를 확실하게 보내면서 작업하십시오.
작업기를 탈/부착할 때는 주위를 확인하
여 트랙터와 작업기 주변에 어린이 등 사
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트랙터를 이동하여 작업기를 탈,부착할
때는 트랙터와 작업기 사이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 순서에 맞춰 정확하게 장착하고 안전핀
으로 고정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에 끼어서 상해사
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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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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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56O138a

C56O139a

C56O140a

톱링크는 작업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조정하십시오.

요크(유니버셜 죠인트)의 안전커버는 탈
거하지 마십시오.

요크를 로크 핀으로 확실히 고정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를 올린 채로 조
정하면 톱링크가 빠져 작업기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상해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안전커버를 단단히 조립하십시오.

• 요크연결은 직선이 되도록 장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말려 들어 가서 상해사고
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가 파손되어 뜻하
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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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41a

각부의 볼트, 너트, 로터리의 칼날 등이 느
슨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볼트, 너트, 로타리 칼날 등이 느슨하면
즉시 체결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가 파손되어 뜻하
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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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42a

C56O143a

무거운 작업기를 장착했을 때는 트랙터의
앞쪽에 밸런스 웨이트를 부착하여 균형을
맞추십시오.

로더작업을 할 때는 뒤쪽에 밸런스 웨이
트 또는 다른 작업기를 부착하여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균형을 잃어 상
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밸런스 웨이트 대신 사람이나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 전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0-04-03 오후 3:27:15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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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56O144a

작업기 아래에 들어 가거나 발을 집어 넣
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원인으로 작업기(로
터리 등)가 갑자기 내려 오는 경우 상해사
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C56O145a

점검이나 조정시 또는 칼날 교환시에 탈
거한 커버류를 모두 원위치에 정확하게
장착하십시오.
• 로터리 커버에 진흙이나 돌 등이 튀지

C56O146a

작업기마다 지정된 PTO 회전속도를 준수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가 파손되어 뜻밖
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않도록 조정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로터리에 말려 들어가거
나 진흙이나 돌등이 튀어 상해사고를 일
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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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47a

작업기를 올리고 점검할 때나 감긴 풀이
나 지푸라기를 제거할 때는 작업기 상하속
도 조절레버를 "고정" 위치로 놓고 작업기
아래에 "고정대" 를 받친 뒤 작업기가 내려
올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엔진을 정지
시킨 후 PTO변속을 "<N>(중립)" 에 놓
으십시오.

C56O148a

로터리의 경운 칼날을 교환할 경우에는 양구
렌치를 사용하여 바른자세로 체결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중에 칼날이 빠져 상
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C56O149a

견인작업시에는 규정된 견인바를 사용하
고 뒷차축의 높이보다 위로 끌어 올리지
마십시오.
• 견인할 때는 트랙터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순정품 견인바를 사용하고 천천
히 출발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
인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원인으로 작업기(로
터리 등)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 상해사
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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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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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56O150a

차로를 주행할 때는 작업기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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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51a

견인시나 경사지에서 작업할 때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바퀴사이의 거리를 넓히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가 일어날 가능
성이 있습니다.

C56O152a

PTO 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PTO 캡을
씌우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말려 들어가 상해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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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운전을 할 때

C56O153a

출발할 때는 주위를 확인한 후 주행하십시오.
• 어린이 등 사람이 트랙터 및 작업기에 접
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을 멀리 떨어지게 한 후 출발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상해사고를 당할 수 있습
니다.

도로주행시 좌/우 브레이크 페달이 연결
되고 차동페달 고정장치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 PTO 스위치
(A) 4WD

(B) 2WD

(C) QT

•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십시오.

도로 주행시 전륜구동 선택 스위치가
"2WD" , PTO 스위치가 "OFF"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차동페달 고정장치를 해제하십시오.

• 출발전 전륜구동 선택 스위치를 "2WD"

[지키지 않으면] 좌/우 브레이크가 연결되
지 않아 브레이크가 한쪽만 작동하거나 차
동장치 연결시 핸들을 조작해도 방향이 변
경되지 않아 사고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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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6O155b

C56O154a

로 놓으십시오.
• 출발 전에 PTO 스위치(1)를 "OFF" 에
놓으십시오. (램프 소등 상태)
[지키지 않으면] 상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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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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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56O156a

C56O157a

C56O158a

급출발, 급제동, 급선회를 하지마십시오.

도로를 주행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키십시오.

야간 도로 주행시는 라이트를 켜십시오.

• 저속으로 출발하십시오.

• 작업기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 클러치 페달은 천천히 떼십시오.

• 주위를 살피면서 주행하십시오.

• 야간에 마주오는 차와 교차할 경우는
전조등을 하향등으로 주행하십시오.

• 선회할 때는 엔진속도를 저속으로 하십시오.

• 한눈을 팔며 운전하지 마십시오.

• 핸들 가속레버를 "<LOW>(저속)" 에 놓
고 가속페달로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 저속 차선으로 주행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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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변경시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고 차선을 변경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밖의 상해사고의 원인
이 됩니다. 트랙터 운전중에는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짐을 명심하십시오.

• 후미등 작동상태(점등, 브레이크, 방향
지시)를 출발전 반드시 확인하고 주행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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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도로 주행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 급출발, 급정지, 급방향 변경을 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 주변을 확인(전/후 및 좌/우)하고 시야
를 충분히 확보한 후 운전하십시오.
• 야간 도로주행은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
고 특히,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도로주
행할 때는 후미등을 점등하고 야간 반
사경을 트레일러에 부착한 후 자동차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
십시오.
• 트레일러 전원 공급용 7핀 소켓을 연결
하여 트레일러 후미의 각종 지시등이
작동 되도록 한 후 운행하십시오.

C56O159a

• 트레일러에 야간 반사경이 떨어진 경우
는 주행하지 말고 부착 후에 주행하십
시오.
• 반사판과 후미등이 파손되면 후방식별
이 불가하여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시야가 나쁜 곳, 교차로, 건널목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한 후 주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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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60a

주차 및 정차할 때는 평탄한 곳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주십시오.
• 작업기(로터리 등)를 탈거하거나 지면
에 내리십시오.
• 트랙터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엔진시동
을 끄고 시동키를 빼내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움직여서 뜻하
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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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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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야간 도로 주행은 가능한 한 삼가시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전조등을 켜서
자동차 추돌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1

• 도로에서는 전/후, 좌/우를 확인하며 저
속차선으로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 야간 이동시에는 라이트를 켭니다.
C56O161a

M55O107B

(1) 저속차량 표시등

고장등으로 인하여 도로주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로변 안전한 곳에 트랙터를
정지시키고 고장 표지판을 설치하십시오.
고장 표지판은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십시오.

트랙터를 일몰 후에 운행시에는 반드시
저속차량 표시등을 점등하고 운행하여 주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추돌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행 중에 뛰어 올라 타거나, 뛰어내리
지 않습니다.
• 농기계 고장 등의 조치: 농기계 운전자
는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도로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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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 요철길 및 경사지를 주행할 때

668O103a

• 고장등 경우의 표지: 농기계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에서 농기계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차량의 표지를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 하여야 한다.

C56O162a

마주오는 차량을 피할 때는 도로 갓길로
너무 붙이지 마십시오.
• 지반이 약한 벼랑가나 풀이 무성한 곳
은 주행하지 마십시오.
• 우천시나 비가 갠 후는 저속으로 조심
해서 주행하십시오.

C56O163a

언덕길, 경사지, 지면이 고르지 못한 요철
길, 커브길이 많은 도로에서는 고속운전
을 하지 마십시오.
• 속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갓길이 무너져 전복사고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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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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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56O164a

언덕길, 경사지에서는 주변속, 부변속 또
는 셔틀레버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조작하여 주행하지 마십시오.
• 언덕길에 접어들면 일단 트랙터를 멈추
고 저속으로 변속 후 주행하십시오.
• 내리막길에서는 변속기어를 저속으로
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
지 않아 속도가 빨라져 결국 사고의 원인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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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66a
C56O165a

언덕길이나 경사지에서의 주차는 금물입
니다. 불가피하게 언덕길이나 경사지에
주차할 때는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뒷바퀴
에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급경사지에서는 작업과 운행을 삼가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전복되어 상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작업기(로터리 등)를 내리십시오.
부변속을 "저속" 에 놓고 셔틀 레버를 오
르막길에서는 "전진", 내리막길에서는 "후
진" 에 놓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가 저절로 움직여
뜻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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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RS650C
운반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지키지 않으면] 돌출된 나뭇가지나 머리
위의 장애물로 인해 머리나 가슴에 타격
을 입어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당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른나무 밑둥 등에
서 전복사고를 당하거나 부딪친 나뭇가지
의 타격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C56O167a

C56O168a

과수원 작업, 하우스내 작업에서는 주행
속도를 줄인 후 주위를 확인하고 신중하
게 운전하십시오.

발판대는 충분한 강도, 폭, 길이(적재함 높
이의 4배 이상)의 미끄럼 방지, 후크가 달
린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높이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 프레

• 전/후륜의 타이어가 빠지지 않도록 폭

임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체
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헬멧을 착용하십오.
• 자른 나무둥치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이 넓은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 작업기가 충분히 적재되는 넓이의 적재
함을 가지고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운반차량을 사용하십시오.
• 트랙터의 엔진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
크를 건 후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발판이 부러져서 전복사
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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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29

1

C56O170a
C56O171a

C56O169a

발판을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평행을 이루
도록 확실하게 걸어 주십시오.

적재시에는 후진, 하역시에는 전진으로
하십시오.

• 2개의 발판을 좌/우 타이어 간격에 맞춰
적재함을 일직선으로 놓으십시오.

• 운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
트랙터 주변에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

• 적재함에 발판의 후크를 잘 걸치고 확
실하게 채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 막으십시오.
•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고 차동고
정 페달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발판 위에서는 필요 이상의 핸들조작을
삼가고 로터리의 칼날이 발판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발판 위에서는 클러치 조작을 삼가하십시오.
• 물건을 싣고 내리는 도중에 트랙터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의
좌/우 위치와 평행, 안전을 확인하고 저
속으로 트랙터에 싣고 내리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의 브레이크를 밟
아도 슬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전/후진을 역으로 하면 균
형을 잃어 전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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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RS650C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C56O172a

C56O173a

C56O174a

급경사, 도랑, 논두렁이 있는 작업장 출입
시에는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논두렁을 넘을 때는 저속으로 논두렁에
직각이 되도록 하십시오.

작업중에는 트랙터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 작업장 출입시 나올 때는 후진, 들어 갈
때 전진으로 저속운전하십시오.

•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고 차동 고
정장치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작업장에 어린이 등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PTO변속을 "<N>(중립)" 에 놓으십시오.

• 논두렁이 붕괴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천
천히 움직이십시오.

• 운전중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 발판 위에서는 필요 이상의 핸들 조작
을 피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서 전복사고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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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모서리부 작업시에는 무리하지 말고 앞
쪽 공간에 여유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선회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가 충돌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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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31

트랙터 보관시 안전 준수사항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1

C56O176a

C56O175a

작업이 종료되면 평탄한 장소에서 엔진시
동을 끄고 점검 및 청소(이물질 등을 제거)
하십시오.

보관은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기(로터리 등)
를 지면에 내리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
십시오.

• 엔진, 소음기, 연료탱크 주변에 지푸라

• 시동키는 빼십시오.

기, 흙 등을 제거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짚등이 고열에 닿으면 화
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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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77a

본체 커버는 소음기와 엔진이 완전히 식
은 후에 씌우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PTO변속은 "<N>(중립)" 에 놓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로터리 등)가 떨
어져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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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RS650C
장기간 보관할 때

C56O178a

라디에이터가 가열되었을 때는 라디에이
터 캡을 열지 마십시오.
• 엔진시동을 끄고 엔진이 식은 후 라디
에이터 캡을 여십시오.
• 보조 물탱크를 통해 냉각수를 점검하십
시오.

C56O179a

외관을 물로 깨끗이 씻고 평탄한 장소에
서 엔진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작동
후 시동키를 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 등이 장난으로 올
라 타거나 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C56O180a

고장이 발생하거나 칼날이 마모되면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십시오.
• 볼트나 너트가 느슨하면 즉시 체결하십
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비불량으로 인해 뜻밖
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증기가 분출되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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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33

1

C56O181a

C56O183a
C56O182a

배터리를 트랙터에서 분리하여 보관하거
나 (-)측의 단자만 분리하십시오.

클러치 판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보관시
에는 클러치를 끊은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작업기는 분리해 놓거나 지면에 내려서
보관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합선으로 화재사고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아서 후크를
걸어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작업기(로터리 등)가 떨
어져서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뒷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고이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아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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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RS650C
트랙터 운반시 안전 준수사항

C56O184a

시즌이 끝나면 정기점검을 받으십시오.
• 부품(배터리 등) 또는 트랙터를 폐기할
때는 구입처에 문의하여 처리하십시오.
• 1년마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항상
순정품을 사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비불량으로 인해 뜻밖
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더 작업시 안전 준수사항

C56O186a

사용할 수 없게 된 트랙터는 평상형 트럭
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체인을 사용하여 트랙터를 운반 차
량에 고정하십시오.

H11O102a

로더를 이용하여 사람을 옮기거나 작업대
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 및 사망사고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럭 등에 트랙터를 적재할 때는 트랙터
엔진의 후드가 고정되어 있는지와 도어,
루프 해치(장착된 경우), 윈도우 등이 닫
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최대 적재 높이를 확인 후 운행하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트랙터 천정부가 터널이
나 교각 상단에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일
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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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35

1

H11O103a

들어 올려진 로더 아래 서 있거나 접근하
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전석을 떠날 때는
로더 암을 지면에 내리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 및 사망사고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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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O104a

적재물이 드로우바 위로 부적절하게 연결
되면 로더가 뒤로 전복할 수 있습니다.

H11O105a

3점 히치 로워링크나 적정한 드로우바를
사용하십시오.

로더 사용시 적절한 부착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큰 적재물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적재물을 이동시에는 낮게
해서 운반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 및 사망사고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부상 및 사망사고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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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RS650C

H11O106A-1

H11O106A

로더를 탈/부착할 때 버켓이나 붐에 장착된
모든 하드웨어를 확실하게 고정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버켓이나 붐이 낙하되어
부상 및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

H11O107a

고

• 본 차량의 ROPS는 전복시의 방호 구
조물로 FOPS 즉, 낙하물에 의한 방
호 구조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 차
량을 낙석 위험지역, 고층 건물 건설
현장 등에서 운행하지 마십시오.

로더 암 및 부착물들이 전선에 닿지 않도
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감전사고가 일어나 심각
한 부상 및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인명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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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37

1

H11O108a

로더 주변에 구경군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절대 탑승시키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구경군들이 심각한 부상
및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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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 RS650C
안전주의 명판관리
명판 부착위치(캐빈)

T12O1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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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39

1

T12O1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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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 RS650C
명판내용
1. 품번: TF16-1162A

3. 품번: T4930-52371

5. 품번: T4930-52471

2. 품번: T4930-52351
4. 품번: T4930-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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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6. 품번: T4625-52351

7. 품번: T4682-53552

9. 품번: T5210-52311

1-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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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ᘓᘯ1#

8. 품번: T4930-52481

1. ☯⤛⑧#⤛⣿㈳⪏#㉧ᓞါ#⫰☧ཏ#⫝̸⤐☧#☯#၀ᅻཋ#
####㦇㐌#㢿ⴋἋᮧ#ⱇᅻ⭌⪇ᮧ#☯၀ᅻ᳇#㦣ᅻ#☧㉧#
####ⱇ☸☧⥯1#
2. ⤛⣿㈳⪏#㉧ᓞါ#⫫ᠯ☧#ⴓ☨⏷#㢫#⩏㤣⪿#⫓⪇ᘓ#
####⭓ᙋ#ᅓ㢴ᘓᘯ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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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ῳ㘃᳇#⽴⧴㢣ါ/#ROPSཋ#
####⫰⽴ᝣⴋ#⢕⢣⪏#ᢗᗟ#⭓ᙋᮧ#
####⢓⭏ῳ㘃᳇#⽴⧴㢣ⴋ#ᴓ☸☧⥯1#
#
2. ROPSཋ#⫰⽴ᝧ#㘃㑻᳇#⧿㣔☧#
####ὣᠧ☧#⢓⭏ῳ㘃᳇#⽴⧴㢿⣇#㢣ᶻ/#
####㘃ᑓཋ#⭏⁀#☧⤛㘜#㣃ᠯ⪏#ቸ#
####⫬ါ#⭓ᙋᮧ#ᨻ⣿᳷ⴋ#ᴓ☸☧⥯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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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번: T4810-51181

11. 품번: F6820-29111

12. 품번: TG16-0614A

⁃#㘃㑻ᗟ#GSI+ύᅻཋ◯#㨏᳷⫰ㆣ,#⫰ㆣཋ#⽴ᝣ⣿#⫓☀ᘓᘯ1
GSI#⭏⧴##FM07ᅔ#⤟ⴏ⥯⫇⪏#⏷⧴㢣☸☧⥯1#ᅃ᭒ⴋ#⢕⪇ᶿ/#GSI
ါ⫰#⨛⫃⪿#ᘓᘯ1

⫷
ⴏ㣔#㡏

ဈါ
㡏#⭛ᠼ

F6820-2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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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ᢗẃ⤛#GSI#㟓⪏#ᴗⴋⴋ#ᴓ☸☧⥯1
61#⏷၇#ᶋ᳷#ᣳ⣿⮃#⫝̸⤐#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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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ᅻᙋ᳇#⢓⭏㢧#㜔ⴋ⤛#ⱇ⽳᳇#㢣ါ#ύᅻ㙗⪿㡏#
####ⱇ⩏⤛#⫃㦟⑼#ẇⴓ⪏#លⴋ#ᴓ☸☧⥯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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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᭓῏᳇#ⱜᴈ#⩏ㆣ⤛#ᓞ⪇☸☧⥯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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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ᜤ⢓#⤟ⴏ⪏#⥓⤿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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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43

명판관리 유의사항
트랙터에는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안
전주의 명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각 명
판에 지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주

의

•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만약, 명판이
오염되었을 경우는 비눗물로 세척하
고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으십시오.

• 신너나 아세톤 같은 용제를 사용하면

중

요

• 손상 또는 망실된 명판은 대리점에

1

즉시 주문하여 새로운 명판으로 교체
하십시오.

• 교체할 때는 제거한 위치에 동일하게
부착하고 부착위치를 깨끗하게 닦은
후 기포를 눌러 외부 모서리로 방출
시키십시오.

• 명판이 부착되었던 부품을 교환할 때
는 명판도 동시에 교환하십시오.

명판의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삼가해 주십시오.

• 고압 세척기로 세차하면 고압수에 의
해 명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명판
에 직접 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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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식별 일련번호
제조번호

엔진번호

T12O201b

트랜스미션번호

T12O202b

T12O203b

(1) 제조번호

(1) 엔진번호

(1) 트랜스미션번호

제조번호는 제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써 트
랙터의 우측 앞차축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좌측 교류발전기 뒷면 실린더 블록면에
타각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좌측 부변속 레버 케이스부에 타
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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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환부품
오일 및 액체류
부품을 주문하거나 서비스정보가 필요하
면 항상 트랙터의 제조번호 및 엔진번호
를 알아야 합니다.

트랙터에는 각종 오일 및 액체류가 사용되
어 장치의 작동, 윤활, 냉각, 녹방지(방청)
등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때는 대리점에 제조번호와 엔진번
호를 알려 주어야 하므로 지금 즉시 아래
란에 해당정보를 기록해 두십시오.

사용중에 서서히 줄거나 오염되고 열화되
어 방치할 경우 성능저하 및 작동불량과
고착현상 등으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

트랙터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
부품들은 정기적으로 지정한 시기에 보충
또는 교환하십시오.

트랙터 제조번호
H11O204a

엔진번호

트랜스미션 번호

구매일자
(구매자가 직접 기재)

TF140(RS650C)-국내향-02.indd 3

순번

품명

사양

용량(L)

1

엔진오일

규격 : DPF 미장착 엔진 - API CH급 이상
DPF 장착 엔진 - API CJ급 이상
점도 : SAE 10W30, 10W40, 15W40

2

미션오일

DAEDONG UTF55

52

3

앞차축 오일

SAE90급 이상 또는 TM 오일과 동일

8.5

4

그리스

SAE 다목적용

5

부동액

에틸렌글리콜 + 맑은 물 (50:50)

9.5 (필터포함 10.2)

약간
9.5

2020-04-03 오후 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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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필터류

벨트류 및 고무제품

기타부품

H11O205A-1

엔진, 미션, 에어클리너, 에어컨 등 각종 필
터류는 오일 및 공기를 정화해 주는 주요
소모품입니다. 오일 교환시 이 필터류 부
품들은 필수적으로 동시 교환해야 합니다.
순번

품번

품명

수량

1

E6201-32443

엔진오일 필터

1

2

EH35-0006A

메인필터 조합

1

3

EH35-16411

연료필터

1

4

T5710-38031

TF140(RS650C)-국내향-02.indd 4

유압필터

2

H11O206a

벨트, 호스, 부츠등의 고무제품들은 오래
되면 물러지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
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헐거워져 끊
어지면 트랙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우측부품들은 정기적으로 교
환하시길 바랍니다.
순번

품번

품명

수량

1

F6800-72531

팬 벨트 (ROPS)

1

2

F6820-72531

팬 벨트 (캐빈)

1

3

T4345-72102

에어컨 벨트

1

H11O207a

배터리는 엔진 시동시 시동모터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역활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소모품입니다. 방전이 되지 않도록 일상
점검을 하고 배터리 수명과 전해액 상태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순번

품번

품명

수량

1

T4710-69044

축전지(100AH)

1

1

TG15-0150A

축전지(110AH)
PX1300기종

1

2020-04-03 오후 3:28:23

사양표

제원 ........................................................................................ 3-2
외관부 치수 .....................................................................................3-2
주요제원 ..........................................................................................3-3

3

3

차속표 ..................................................................................... 3-6
작업기 제한조건 ..................................................................... 3-7
작업기별 표준치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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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제원
외관부 치수
mm

항목
1. 전장(A1)

4,020

2. 전장(A2)

3,685

3. 전장(A3)

3,780

4. 전폭(B)

1,875

5. 전고(C)

2,630

6. 축거(D)

2,100

7. 륜거(E1)

1,468

8. 륜거(E2)

1,415

9. 최저지상고(F)
※ A1: 웨이트 포함 전장
A3: 웨이트 지지대 포함
E2: 후륜 륜거

D

RS650C

420
A2: 웨이트 제외 전장
E1: 전륜 륜거

A2
A3
A1
D47O301a

※ 주기: 본 치수는 캐빈형 표준 타이어 장착시의 기준입니다.

TF140(RS650C)-국내향-03.indd 2

2020-04-03 오후 3:29:16

사양표

3-

주요제원
RS650C

주요 항목

4HT-TM4A

모델

4

실린더 수
엔 진

cc

총 배기량

2,435

내경 및 행정

mm

87 x 102.4

출력 (GROSS)

kW

49.5

PTO 출력

kW

37.8

정격회전수

rpm

2,600

용 량

연료탱크

L

125

트랜스미션 오일

L

52

앞차축 오일

L

8.5

클러치

주

트랜스미션

행
속도 (농용타이어)
km/h
4륜구동
배속턴 (QT)

TF140(RS650C)-국내향-03.indd 3

3

건식 단판
전/후진

싱크로 셔틀

주변속

동기 물림식 4단

부변속

상시 물림식 6단

단수

24 X 24

전진

0.16~36.17

후진

0.16~35.56
유압식 다판 습식 디스크
NA

2020-04-03 오후 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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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RS650C

주요 항목
주행
타이어

브레이크

습식 다판식

차동고정

뒷차축 기본장치

농용

전륜

11.2 - 20

후륜

14.9 - 30
lpm

펌프용량
스티어링

전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유압 승강제어

위치, 견인, 복합제어

유 압

표준리모트
밸브수량

전방조이스틱밸브

1 (포트: 4)

후방외부유압밸브

3 (포트: 6)

3점히치
최대승강용량
kg.f
P
T
O

72.8 (메인: 46.8, 조향: 26.0)

후방

카테고리Ⅱ

610mm 후방에서

1,630

로워링크밑에서

2,075

형식

독립 PTO, 유압식 다판 클러치

PTO 축

SAE 1-3/8, 6 스플라인

속도
(PTO rpm / 엔진 rpm)

1단: 540 / 2,444
2단: 540E / 2,482

최소회전반경(편브레이크 사용)

TF140(RS650C)-국내향-03.indd 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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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표

RS650C

주요 항목
중량(CABIN포함,전방웨이트미포함)

kg

-

최대허용 드로우바 수직하중

kg

750

최대 트레일러 부가하중

kg

4,300

자동화 장치

3-

배속턴

N/A

자동4륜

○

AUTO PTO

○

경심제어

N/A

견인부하제어

○

수평제어

N/A

폼파

N/A

백업

N/A

선회자동상승

N/A

3

※ 본 제품사양은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F140(RS650C)-국내향-03.indd 5

2020-04-03 오후 3:29:17

3-

RS650C

차속표

변속 레버

변속 레버
전진

부변속

후진

주변속

1

2

3

TF140(RS650C)-국내향-03.indd 6

부변속

전진

후진

1

1.59

1.56

2

2.10

2.06

3

2.65

2.60

주변속

1

0.16

0.16

2

0.22

0.21

3

0.29

0.28

4

0.40

0.39

4

3.68

3.61

1

0.50

0.49

1

4.81

4.73

2

0.65

0.64

2

6.34

6.24

3

0.83

0.81

3

8.01

7.87

4

1.15

1.13

4

11.13

10.94

1

1.53

1.50

1

14.79

14.54

2

2.01

1.98

2

19.50

19.17

3

2.54

2.50

3

24.60

24.19

4

3.53

3.47

4

34.20

33.62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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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 제한조건
작업기별 표준치수
mm
적용기준

ALL

최대 버켓폭

1,750 이하

최대 굴삭깊이

미사용

3. 미드 모어

최대 폭

미사용

4. 틸러

최대 폭

미사용

5. 박스 블레이드

최대 폭

2,134 이하

6. 리어 블레이드

최대 폭

2,434 이하

7. 로타리 커터

최대 폭

2,434 이하

8. 에어레이터

최대 폭

2,134 이하

9. 랜드스케이프 레이크

최대 폭

2,134 이하

작업기명
1. 로더
2. 서브프레임 장착 백호

TF140(RS650C)-국내향-03.indd 7

비고

3점히치 백호 사용하지 말것

3

최저 톱링크 구멍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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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도
5

1

1

5

15

16
3
2
7

4
9
9
14

8

4

13
10
12
11

6

T12O401b

(1) 작업등(전/후)
(2) 와이퍼
(3) 백미러
(4) 외부 위치조정 스위치

TF140(RS650C)-국내향-04.indd 3

(5) 방향 지시등(전/후)
(6) 발판
(7) 후드/본넷트
(8) 전조등

(9) 톱 링크
(10) 리프트 로드
(11) 로워 링크
(12) 드로우바 프레임/드로우바

(13) 후진등
(14) 번호판
(15) 안테나
(16) 저속차량 경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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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스위치
스위치 부착위치
(1)
(2)
(3)
(4)
(5)
(6)

시동키 스위치
콤비네이션 스위치
비상등 스위치
MODE / ECO 스위치
계기판
주행선택 스위치

5

2

1

3

4

T12O4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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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키 스위치


OFF(B)
시동키의 한쪽 모서리가 "B" 위치에 있
으면 기대의 엔진 및 전기장치가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시동키를 "C" 위치로 돌리면 카 오디오,
캐빈형 트랙터의 와이퍼 동작 등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거잭과 전조등
은 키가 "ON" 위치에 있을 때만 사용 가
능합니다.

t11o4a26

(1) 시동 스위치
(A) 예열
(B) Off
(D) ON
(E) 시동


ACC (C)

(C) ACC

예열(A)
"A" 위치는 수동예열로 평상시에는 사
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키가 멈추지 않으므로 키를 이 위치에
서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수동예열은 혹
한기에 자동예열만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사용하며 한번에 9초 이상
예열하면 예열장치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TF140(RS650C)-국내향-04.indd 5



ON(D)
"D" 위치는 "ON" 에 해당됩니다. 이때
는 계기판의 오일압력 경고등과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점등(이들은 시동이 걸
리면 곧바로 소등됨)되고 자동예열이
시작됩니다. 자동예열은 계기판의 예열
알림등의 점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
온이 차가운 날에는 예열 알림등이 꺼
질 때까지 충분히 예열하십시오.



시동(E)
"E" 위치는 시동위치입니다. 시동이
되기 위해서는 클러치를 밟아야 하며
PTO 스위치는 "Off" 상태이어야 합니
다. 엔진 시동이 걸리면 곧바로 키를 놓
아야 하며 이때 시동키는 "D" 위치로 되
돌아 갑니다.

주

의

• 시동이 걸린 후 오일압력 경고등이

4

소등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엔진
을 정지하십시오. 엔진에 심각한 이
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동 후 충전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

으면 발전기 등 전기계통의 고장여부
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배터리 방전은 물론
기타 전기장치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2020-04-06 오전 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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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콤비네이션 스위치
전조등 스위치

주

기

• 폐사의 모든 트랙터에 대해 동일한
형상의 키가 사용되므로 기대를 옥외
또는 작업장에 방치하여 도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경음기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비상등
은 키를 꽂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T11O405A

T11O404A

(1) 방향지시등 스위치
(3) 혼 스위치

(2) 전조등 스위치

콤비네이션 스위치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혼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치별
작동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치
OFF

작동기능

전조등 및 미등 소등
하향등 및 미등 점등
상향등 및 미등 점등

(1) 전조등 스위치
(A) Off
(C) 상향등 ON

(B) 하향등 ON

전조등 스위치는 시동키 "ON" 위치에서 작
동됩니다. 전조등 스위치를 시계방향으로
1단 돌리면 하향등이 점등되고 다시 한번
2단으로 돌리면 상향등이 점등됩니다.

경

고

• 상향등은 도로주행시 맞은편 운전자
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방향지시등 점등
전조등 소등 및 미등 점등

TF140(RS650C)-국내향-04.ind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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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스위치
방향지시등 스위치

혼 스위치

T11O406A

(1) 방향지시등 스위치
(A) 우회전

(1) 혼 스위치
(B) 좌회전

방향지시등은 좌/우측으로 방향을 변경할
때 사용하며 레버를 위쪽으로 올리면 우
측 방향지시등이 점멸되고 아래쪽으로 내
리면 좌측 방향지시등이 점멸됩니다.

주

기

• 방향지시등은 자동으로 원위치 되지

M55O4A2A

T11O407A

혼 스위치는 시동키를 꽂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경적이 울
립니다.

(1) 비상등 스위치
(A) ON

4

(B) Off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 트랙터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주변차량에 경고표시를 보
낼때 사용합니다. 스위치를 위로 누르면
비상등이 점멸하고 아래로 누르면 꺼집니
다. 비상등이 점멸할 때는 방향지시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않으므로 회전이 끝나면 레버를 중립
으로 복귀 시키십시오.

• 방향지시등은 키를 꽂지 않아도 작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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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전륜구동 스위치

주

의

• 엔진 정지시 장시간 사용하면 배터리
가 방전될 수 있으므로 긴급하거나
필요시에만 사용하십시오.

• 비상등은 시동키를 꽂지 않아도 작동

스위치
위치

선회상태

램프

2WD

통상의 선회를 합니다.

램프소등

4WD

통상의 선회를 합니다.

4WD
램프점등

됩니다.

T12O477A

(1) 주행선택 스위치
(A) 4륜구동

(B) 배속턴

스위치를 작동하여 4WD (4륜구동), QT (배
속턴)을 사용합니다. 위로 누르면 4륜구동
이 작동되고 아래로 누르면 배속턴이 작
동합니다. 각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습니다.

TF140(RS650C)-국내향-04.indd 8

선회할 때에 앞바퀴
조향각이 35도 이상
QT
이면 전륜이 약 2배속
(배속턴)
으로 회전해서 작은
선회가 가능합니다.

주

QT
램프점등

의

• 포장도로나 고속 주행시에는 4WD구
동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
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스위치가 2WD위치에 있는 것을 확
인하고 고속 주행해 주십시오. 전륜
고속 주행은 타이어의 조기 마모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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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구동 사용방법
4륜구동은 앞/뒤 4개의 바퀴를 구동시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장치입니다. 4륜구
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4륜구동 스위치
를 위로 눌러주십시오. 4륜구동은 유압식
으로 되어 있어 스위치 조작만으로도 편
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4륜구동을 사용하여 아래 작업을 하면 매
우 효과적입니다.
1.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큰 견인력이 요
구될 때
2.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또는 로더를 사
용할 때
3. 모래땅에서 작업할 때
4. 딱딱한 토양에서 로터리 경운 작업시 작
업기 반발로 트랙터가 앞으로 밀릴 때

주

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 도로주행시

4륜구동을 연결하지 마
십시오. 포장도로에서 4륜구동을 사
용하면 타이어가 조기 마모될 수 있
습니다.

• 4륜구동은 조향과 제동 특성을 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속해서 주행하
고 고속에서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 기대 주행을 정지하지 않아도 4WD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끔 4WD 연결 소음이나 약간의 변
속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
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기대주행을 완
전히 멈춘 후에 4WD를 연결하십시오.

4-

배속턴 사용방법
1. 배속턴 작동시는 스위치를 아래로 눌러
주십시오.
2. 배속턴 사용을 위해 스위치를 절환시
전륜 타이어를 직진상태로 정렬 후 사
용하십시오.

주

의

• 배속턴은 밭, 물논 등의 로터리 작업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
하면 전도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이 되므로 주의를 하십시오. 배속턴
은 주행중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
시오. 급경사나 급커브 길에서도 위
험하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5. 논, 밭에서 일반 경운작업 및 논두렁을
넘을 때

TF140(RS650C)-국내향-04.ind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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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스위치 (ON/OFF)
1. 부변속 고속, 차속이 6 km/h 이상에서
는 안전상 배속턴이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포장지에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스위치
를 2륜 구동 또는 4륜구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3. 주행시에는 4륜구동 또는 배속턴을 넣
은 상태로 주행하면 예기치 않는 사고
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2륜 구동으로
주행해 주십시오.
4. 주행시에는 위험하므로 급회전을 하지
마십시오.
5. 프론트 로더나 4륜에 중하중이 걸리는
작업에서 배속턴 사용은 배속턴 클러치
디스크의 조기 마모 및 소착의 원인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

인체상해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하여:

• PTO 장치를 분해조립 및 청소할 때
는 PTO를 "OFF" 엔진을 정지시킨
후 구동하는 전부품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하십시오.

A

1

• PTO

B
T12O478B

(1) PTO 스위치
ON
(A)
- ON

(B)

Off

- Off

PTO 스위치는 작업기의 동력원을 인출할
때 사용합니다.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Off" 위
치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
이 시동되지 않습니다.
후방 PTO는 엔진이 약 2,444 rpm으로 회
전시 540 rpm (1단) 입니다.

TF140(RS650C)-국내향-04.indd 10

의

구동부를 항상 청결히 하고
PTO 커버가 열려 있지 않은지 확인
하십시오.

• 도로 주행시는 PTO와 연결축을 분리
하십시오.

• PTO 구동시 손, 발, 작업복 및 긴 머

리가 구동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려 들어가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PTO 구동시 반드시 운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기대나 작업기 주변에
없도록 확인하십시오.

2020-04-06 오전 9:41:26

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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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계기판 형상(캐빈)
시동 스위치를 "ON" 하면 계기판에 해당 심볼이 표시됩니다.
5 9

34

14

22

7

1
(1) 엔진 셧다운 경고등
(2) 배터리 충전 경고등
(3) 상향 표시등
(4) 예열 표시등
(5) 방향지시등(좌)
(6) 엔진 회전계
(7) 방향지시등 (우)
(8) 편브레이크등
(9) 냉각수 온도계

TF140(RS650C)-국내향-04.indd 11

4

35

6

4

17 23 18
30 2 19

24 11

10 15 21 20
31 32 33 13 12

(10) 수분센서 경고등
(11) 엔진 체크램프
(12) DPf 재생진행등
(13) DPf 재생경고등
(14) 사용시간 적산계 / 에러코드
(15) 크루즈 PTO 작동등
(16)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17) 4륜 구동등
(18) PTO 표시등

25 26 27 28 29
3 16 8

(19) 연료보충 경고등
(20) 저속 표시등
(21) 고속 표시등
(22) 연료계
(23) QT
(24) HMS
(25) 수평자동
(26) 경심
(27) 견인

fx8O424A

(28) 회전상승
(29) 후진상승
(30) 엔진 오일압력 경고등
(31) 요소수 잔량 경고등
(32) 요소수 품질 경고등
(33) Emission 경고등
(34) 요소수 잔량계
(35) 속도계

2020-04-06 오전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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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회전 속도계/사용시간 적산계

PTO 속도 표시

2

1

연료계

1

1

fx8O425a

(1) 엔진회전 속도계

(2) 사용시간 적산계

fx8O426a

(1) 540 rpm

fx8O427a

(1) 연료계
E: 비어 있음

f: 가득함

엔진회전계는 1분당 엔진 회전수를 나타

PTO 속도는 작업 조건에 따라 원하는 대

냅니다.

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동키를 "ON" 으로 돌리면 자동적으로
연료의 잔량이 표시됩니다.

사용시간 적산계는 트랙터의 총 사용시간

엔진 속도를 이 표시 부근에 오도록 설정

• f: 연료의 충만상태를 나타냅니다.

을 6자리로 나타냅니다.

하면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작업이 가능

• E: 연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엔진 정지시는 Key ON 되었다 할지라도

합니다.

적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PTO 속도는 약 540 RP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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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온도계

주

주

기

• 불량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용 초저유황 경유
를 사용하십시오.

•
•

의

• 지침이 'H' 구역까지 올라 가지 않도
록 작업부하를 적당히 조절하여 주십
시오.

1

• 지침이 'H' 구간에서 내려 오지 않을

동절기에는 시동성 향상을 위해 동절
기용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경우 절대 엔진을 곧바로 정지하지
말고 먼저 작업부하를 줄여 충분히
냉각된 후에 정지하여 주십시오.

경사길이나 커브길에서는 탱크안의
연료가 이동할 수있기 때문에 지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fx8O427a

(1) 냉각수 온도계
C: 저온

H: 고온

• 빠른 냉각을 위해서 본넷트 앞 그릴

4

로 공기흡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소
하여 주십시오.

시동키를 "ON" 으로 돌리면 자동적으로
냉각수 온도가 표시됩니다.
• C: 냉각수가 저온상태입니다.
• H: 냉각수가 고온상태입니다.
주행 중에 지침이 "H" 구역에 있으면 엔진
이 과열된 것입니다. 즉시 작업부하를 줄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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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RS650C
엔진 오일압력 경고등

배터리 충전 경고등

주

의

• 불량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용 초저유황 경유
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동절기에는 시동성 향상을 위해 동절
기용 연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경사길이나 커브길에서는 탱크안의
fx8O429A

엔진오일의 압력이 저하되거나 오일이 부
족하면 점등됩니다.
운행중에 점등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엔
진 시동을 정지하고 엔진오일량을 점검하
여 주십시오.
엔진오일량이 규정치 임에도 경고등이 점
등되면 즉시 구매 대리점이나 가까운 정
비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4.indd 14

연료가 이동할 수있기 때문에 지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fx8O430A

시동 스위치가 초기 "ON" 상태일 때 경고
등이 점등 되었다가 시동이 걸리면 꺼집
니다.

주

의

• 주행중 경고등이 점등되면 발전기 등
충전계통에 이상이 있으므로 불필요
한 전기장치를 모두 끄고 신속하게
구매 대리점이나 가까운 정비센터에
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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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표시등

전조등이 상향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청색으로 점등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을 때나 도로
주행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4.indd 15

예열 표시등

방향지시등

fx8O431A

4- 15

fx8O432A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좌/우로 조작하면
녹색으로 점등되면서 방향지시등이 작동
됩니다.

fx8O433A

4

예열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표시합니다. 시
동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점등됩니다.
표시등이 소등 되자 마자 시동하면 가장
좋은 시동성능이 발휘됩니다. 엔진이 충
분히 따뜻한 경우 예열 표시등이 점등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열없이 곧
바로 시동을 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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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작동 표시등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4륜구동등

!

fx8O434A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적색으로 점등
이 됩니다.

주

의

• 주차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도 계속

점등되어 있으면 구매 대리점이나 가
까운 정비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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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8O435A

PTO 연결상태를 표시하며 점등시는 PTO
가 연결된 상태이고 소등되면 PTO 클러
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주

의

• PTO 표시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시동
이 되지 않으므로 시동시 PTO 메인
스위치를 "OFF" 로 하여 주십시오.

fx8O436A

4륜구동 연결상태를 표시합니다.
배속 구동이 작동될 때 4륜구동등은 일시
적으로 소등됩니다.

주

의

• 4륜구동 시 편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차축의 내구수명을 단축할 수 있으므
로 삼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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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턴 구동등

자동견인 작업등

자동수평 작업등

fx8O437A

배속 구동상태를 표시합니다.
주행선택 스위치가 "QT" 위치에 있고 앞
바퀴의 조향각도가 35°이상일 때만 작동
됩니다. 앞바퀴의 회전수를 증대하여 선
회반경을 줄이고 4WD 상태에서의 선회
성능을 향상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부변속기어가 중속 이하
에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4- 17

fx8O438A

자동견인 작업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히
치 스위치 박스에서 "AUTO" 스위치를 누
른 후 "모드" 스위치를 2회 또는 4회 누르
면 점등됩니다.

주

기

•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
드선택 스위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7 페이지)

fx8O439A

4

자동수평 작업상태임을 표시합니다. 히치
스위치 박스에서 "AUTO" 스위치를 누른
후 "모드" 스위치를 1회, 4회, 5회를 누르
면 점등됩니다.

주

기

•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
드선택 스위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7 페이지)

배속턴 사용시 편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선
회반경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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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심 작업등

회전상승 자동작동등

fx8o440a

자동경심 작업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히
치 스위치 박스에서 "AUTO" 스위치를 누
른 후 "모드" 스위치를 3회 또는 5회 누르
면 점등됩니다.

주

후진상승 자동작동등

fx8o441a

자동 턴업상태임을 표시합니다. 히치 스
위치 박스에서 "회전상승" 스위치를 누르
면 점등됩니다.

fx8o442a

자동 백업상태임을 표시합니다. 히치 스
위치 박스에서 "후진상승" 스위치를 누르
면 점등됩니다.

기

•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
드선택 스위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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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PTO 작동등

편브레이크등
브레이크 페달의 연결 브라켓을 해제하면
점등됩니다.

중

요

CRUISE
PTO

• 도로 주행시 또는 고속주행시 편브레
이크를 사용하면 기대 전복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삼가십시오.

• 계기판의 편브레이크등이 점등되어
fx8o443a

있으면 양쪽 브레이크가 분리되어 있
음을 의미합니다.

fx8o444a

4

• 평상시에는 연결 브라켓을 항상 연결
위치에 두십시오.

스위치는 PTO의 회전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PTO 크루즈 버튼을 ON으로
한 상태에서 SET(-) 버튼을 누르면 이 램
프가 점등됩니다.

TG1O418A

(1) 브레이크 페달(좌)
(3) 연결 브라켓
(A) 해제

(2) 브레이크 페달(우)
(B) 연결

편브레이크 작동상태를 표시합니다.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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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재생경고등

DPF 재생경고등

ON

fx8o445a

배기 DPf 필터에 카본이 쌓이면 이 경고
등이 점등되거나 점멸됩니다.
이 경고등이 점등되면 “재생” 버튼을 누릅
니다.

TF140(RS650C)-국내향-04.indd 20

⳺ὢ

fx8o446a

1. DPF필터 막힘의 1단계 경고램프
: DPf 막힘 120% ~ 160%

fx8o422a

2. DPF필터 막힘의 2단계 경고램프
: DPf 막힘 160% ~ 200%

수동재생 필요

수동재생 필요

엔진RPM 제한 (2,200rpm 이하)

엔진RPM 제한 (2,200rpm 이하)

이 경고등이 점등되면 반드시 "재생" 버튼
을 누릅니다. (페이지 4-56 참조)

1단계 경고시 DPf 재생을 하지 않으면 경
고등이 점멸하며 반드시 DPf 재생을 실
시하여야 합니다. (페이지 4-56 참조)

2020-04-06 오전 9:41:46

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4- 21

DPF 재생진행등

경
CEL

• 재생 중일 때는 DPF 주변이 매우 뜨거

ON

우므로 DPF 주변 부분을 만지지 마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상 또는 사고
의 우려가 있습니다.

fx8o447a

3. DPF필터 막힘의 3단계 경고램프
: DPf 막힘 200% 이상
수동 재생 불가
엔진RPM 제한 (1,500rpm 이하)
계속 DPf 재생을 실시하지 않으면 엔진
체크램프가 점등이 되며, DPf를 교환해
야 합니다.

TF140(RS650C)-국내향-04.indd 21

고

fx8o448a

4

DPf에서 재생 작업이 실행 중일 때 점등
됩니다.

중

요

• 작업중 재생진행 램프가 점등되면
DPF 자동 재생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1,500 rpm 이상에서 충분히 작업을
유지하십시오.

2020-04-06 오전 9:41:48

4- 22 RS650C
연료 내 수분 경고등

연료보충 경고등

fx8o451a

특정 양(약 45 cc)의 물이 메인 필터에 축
적되면 계기판 램프가 점등됩니다. 이 경
우에는 엔진 시동을 즉시 끄고 연료 필터
에서 물을 배출하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4.indd 22

엔진 체크램프

fx8o452a

연료탱크내의 연료 잔류량이 적을 때 점
등됩니다. 연료가 완전히 소모되어 운전
할 경우 엔진 및 연료장치에 고장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경고등 점등시 즉시 연료
를 보충하여 주십시오.

FX8O453A

엔진의 상태를 확인 시켜주는 램프로 만일,
시동 후 또는 작업 중에 램프가 점등이 되
면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2020-04-06 오전 9:41:50

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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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표시등
►공통 에러코드

►파워셔틀 컨트롤러 에러코드

번호 에러 코드

1
AL/h
Km/h

2

항목

1

ERR-001

2

ERR-002 냉각수 온도 입력 시 신호 없음

3

ERR-009 시간계에 입력 시 신호 없음

속도 입력 시 신호 없음

주
않을 수 있습니다.

(1) ECU & DCU SPN, TCU, HCU 공통 에러코드 표시
(2) ECU & DCU fMI 에러코드 표시

에러가 발생하면 LCD창의 시간계에 에러
코드가 표시됩니다.

경

고

• 현지 대동 대리점과 정비소에 연락해
위와 같이 계기판에 표시된 오류 코드
를 제시하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4.indd 23

항목

1

tcu001

클러치 페달 센서

2

tcu002

미션오일 온도 센서

►ECU & DCU 에러코드

기

• 기종에 따라 일부 에러코드는 표시되지
FX8O467A

번호 에러 코드

1
2

4
3

►히치 컨트롤러 에러코드
번호 에러 코드

항목

1

hcu001

위치레버센서

2

hcu002

승강암센서

3

hcu003

견인센서

4

hcu004

수평센서

5

hcu005

수평실린더센서

6

hcu006

미션오일온도센서

FX8O468A

(1) SPN 코드
(3) fMI 코드

(2) ECU: E, DCU: D

ECU와 DCU의 SPN 코드와 fMI 코드가
표시됩니다. 해당 위치에 에러 코드가 발
행하면 대동 대리점과 정비소에 연락해
위와 같이 계기판에 표시된 오류 코드를
제시하십시오.

2020-04-06 오전 9:41:51

4- 24 RS650C
제어장치

2

1

7

5

3

4

6

8

9

10

t12o481c

(1) 속도조정 레버
(2) 전/후진 변속 레버
(3) 클러치 페달

TF140(RS650C)-국내향-04.indd 24

(4) 틸트 조정 페달
(5) 브레이크 페달(좌)
(6) 브레이크 페달(우)

(7) 주변속 레버
(8) 조이스틱 레버
(9) 복동레버

(10) 주차브레이크 잠금레버

2020-04-06 오전 9:41:52

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주변속 레버

4- 25

부변속 레버

주

의

• 부변속 레버를 변속 할 때에는 클러
치 페달을 밟고 트랙터가 완전히 정
지한 후 변속하십시오.

• 주행단 위치에서는 속도가 빨라져 위
험하오니 후진 시에는 주행단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M55O4E2A

(1) 주변속 레버

(A) 핸드 클러치

주변속은 " " 형태로 1단에서 4단까지 변
속이 가능합니다. 주변속 1~4단은 싱크로
메쉬 타입으로 주행 중 클러치를 끊어 기
대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변속이 가능합
니다.
주변속 4단, 부변속 6단, 전/후진으로 총

T12O407b

(1) 부변속 레버(초저속)

부변속은 " " 형태로 6단 변속이 가능합
니다. 부변속 레버는 클러치를 밟아 기대
가 완전히 멈춘 후 변속하십시오. 만일, 변
속이 잘 되지 않고 이상 소음이 들리면 중
립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다시 한번 완
전히 밟고 변속을 시도하십시오.

• 초저속구간(초저속, 저속, 중속1)은
사용과 취급을 잘못하면 고장의 원인
이 되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주
십시오.

4

1. 사용할 수 있는 작업
- 로터리로 깊게, 잘게 경운작업 시
-로
 터리 경운 시, 딱딱한 땅에 표준
속도로 경운할 수 없는 경우
- 이식작업
- 농업용 트랜쳐에 의한 작업

전진 24단 및 후진 24단의 변속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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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 RS650C
전/후진 레버

주

의

중

요

• 전/후진 레버는 클러치를 밟고 트랙

2. 사용할 수 없는 작업

터를 천천히 움직이면 변속되지만 클
러치를 밟지않고 갑작스럽게 기어변
속을 하면 트랜스미션에 손상을 초래
합니다.

- 습답에 빠진 상태에서 탈출 작업
- 견인, 트레일러 작업(6-7 참조)
- 프론트 로더 작업
- 프론트 제설 작업
- 토목작업
3. 초저속구간 사용 시 준수사항
-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난
후 출발해 주십시오.
- 초저속구간은 차축의 회전력이 크
게 작용하므로 클러치를 밟지 않
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는 듣지 않습니다.
정차 시 반드시 클러치를 끊고 브
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십시오.

T11O4A38

(1) 전/후진 레버
f: 전진
R: 후진

N: 중립

전진, 후진을 선택하는 레버입니다. 기계
식은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트랙터가
완전히 정지한 후 변속이 가능하며 파워
셔틀은 전자 유압식 변속 타입이므로 클
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변속이 가
능합니다.
급격한 변환은 트랜스미션의 수명저하
원인이 됩니다. 주행하지 않을 때는 "N"
위치로 놓아 주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4.ind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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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PTO 변속레버

4- 27

클러치 페달

주

의

인명 및 상해사고 예방을 위해:

• PTO 구동장비를 분해조립 및 청소할
때는 회전하는 모든 부품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엔진을 멈춘 후 PTO를
분리하십시오.

• 경부하 작업으로만 PTO 역회전을 사
용하십시오.

t12o4b2a

• 중부하 작업으로 PTO 역회전의 사용
은 하지 마십시오. (미경지에서의 역
회전 경운 등)

(1) PTO 변속레버

PTO 속도를 변속하는 레버이며 다음과
같이 2단 변환이 가능합니다.
(rpm)
변속단수

1단

2단

PTO
회전수

540

540E

※엔진회전수가 2,444~2,433인 경우

TF140(RS650C)-국내향-04.indd 27

• 로타리의 칼날축을 반대로 취부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t12O409A

4

(1) 클러치 페달

클러치 페달은 끝까지 완전히 밟아 주십
시오. 부드러운 기대 출발을 위해 출발에
적절한 주변속 및 부변속을 선택한 후 클
러치를 서서히 떼십시오.
파워 셔틀 모델의 경우, 전진 및 후진 변환
시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고 변속할
수 있으며 주변속 및 부변속 변환시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끊고 원하
는 단수로 변속하십시오.

2020-04-06 오전 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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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페달

주

의

경

• 급격한 페달 조작은 출발 또는 후진

• 주행, 논, 밭 출입시 전복, 충돌의 우
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 브레이
크 페달을 연결해서 사용하십시오.

에 충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페달
을 밟은 상태에서 발을 천천히 떼 주
십시오.

중

• 4WD시 편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차축

요

• 절대 주행 중 클러치 페달에 발을 올
려놓은 채로 운전하지 마십시오.클러
치 디스크 조기마모의 원인이 됩니다.

• 변속시는 반드시 클러치를 끝까지 밟
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속기어의
조기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고

t12O410A

(1) 브레이크 페달 (좌)
(3) 연결 고리
(A) 해제

(2) 브레이크 페달 (우)

의 내구수명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삼가하십시오. 4WD시 편브레이크보
다는 배속턴을 사용하시고 배속턴 사
용 중에는 편브레이크 사용도 효과적
입니다.

(B) 연결

1. 도로에서 트랙터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상기와 같이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
결하여 사용하십시오. 고속주행시 편브
레이크를 사용하면 트랙터의 전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논, 밭 작업시 작업장 내에서 선회 반경
을 줄이고져 할 때에는 좌/우 페달을 분
리하여 편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브레이크 연결을 풀고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동시에 편브
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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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핸들 조정

4- 29

주차브레이크

경

고

차량의 움직임에 따른 신체 사고나 인
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기어 변속
위치에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
십시오.

t12O411A

(1) 틸트 핸들페달
(A) 올림

(B) 내림

핸들 각도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위/아
래로 조정 가능합니다.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틸트 페달을 발로
가볍게 밟아 원하는 위치로 핸들을 조정
하십시오.

주

의

• 운전중에는 절대로 핸들 각도를 조정

t12O412A

※ 파워셔틀 기종에 한함.

4

(1) 주차브레이크 레버
(A) 누름

레버를 아래로 누르면 주차브레이크가 걸
립니다. 주차브레이크 해제시에는 브레이
크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 해제됩니다.

주

의

• 주차브레이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
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브레이크 디스
크가 조기 마모됩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
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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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 RS650C
가속페달

속도조정 레버

주

의

• 주행시 속도조정 레버를 사용하면 급
감속 조작이 용이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T12O414A

T12O413A

(1) 가속페달
(A) 밟음

(1) 속도조정 레버
: 저속

가속페달은 주로 도로 주행시에 사용하고
속도조정레버는 정속주행 및 작업시 사용
하기에 적합합니다.

속도조정 레버는 엔진의 회전속도를 제어
하는 레버입니다.

: 고속

레버를 전방으로 완전히 밀면( 위치) 엔
진 최대속도가 되고, 반대로 완전히 당기면
(
위치) 아이들 속도로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간 사이에서 레버를 조정하여 작업
에 적당한 엔진속도를 설정하십시오.
속도조정 레버는 주행시보다 작업시에 주
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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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차동고정 페달

의자 조정
의자 전/후 위치

M55O4F2A

(1) 차동고정 페달
(A) 떼면 "분리"

(B) "고정"

차동고정은 뒤차축의 견인력을 증대시키
기 위해 차동장치를 고정하여 좌/우의 차
륜회전을 동일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페달을 밟으면 차동고정이 연결되고 페달
에서 발을 떼면 해제됩니다. 이 장치는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1. 논, 밭 작업시 한쪽 바퀴가 슬립하여 트
랙터가 진행하지 않을 때
2. 습전에 기대가 빠져 탈출이 어려울 때

T11O430b

T11O4A40

(1) 차동고정 페달(ROPS)
(A) 떼면 "분리"

주

4

(1) 의자 조정 레버
(B) "고정"

의

• 차동고정 연결은 주행 클러치가 연결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동고
정 페달을 밟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해제후 다시 밟으십시오.

• 차동고정을 연결하는 순간에는 엔진
회전속도를 낮추고 연결 이후에는 탈
출을 위해 가속하십시오.

• 차동고정 사용시 조향각은 반드시 직

진상태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차동장치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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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전/후 위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자의 앞쪽 아래에 있는 레버(1)를 위로
당기고 원하는 위치에 의자를 이동한 후
레버를 놓으면 됩니다.
조정한 후에는 의자를 부드럽게 흔들어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의

• 의자를 조정할 때 의자 아래 움직이
는 부분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예기
치 않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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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 RS650C

의자 등받이 각도

쿠션 강약조정

T11O431b

안전벨트

T11O434b

T11O433b

(1) 등받이 조정 레버

(1) 쿠션 조정 손잡이

(1) 안전벨트
(A) 해제

의자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때는 좌측 시
트 옆의 레버(1)를 위쪽으로 당기면 앞쪽
으로 기울여집니다. 레버를 앞쪽으로 당
긴 상태에서 원하는 각도로 등받이를 조
정하고 레버를 놓으십시오. 조정이 완료
되면 레버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 왔는지
의자가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운전자의 체중에 따라 의자 쿠션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앞쪽 쿠션 조정 손잡이(1)
를 (-)방향으로 돌리면 의자 쿠션이 약해
지고 (+)방향으로 돌리면 의자 쿠션이 강
해집니다.

안전벨트는 수동식입니다. 주행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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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버튼

해제버튼(적색)을 누르면 안전벨트가 해
제됩니다.

경

고

• 안전벨트가 꼬인 상태로 착용하지 마
십시오.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위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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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조이스틱 레버

4- 33

복동레버
후방에 보조유압 작업기를 장착하여 사용
할 때 조정하는 레버 입니다. 복동 레버1
을 밀면 A포트로 유량이 공급되고 당기면
B포트로 유량이 공급됩니다. 자세한 사항
은 5장 "운전방법" 을 참조바랍니다.

tf4O402a

tf4O403b

4

(1) 조이스틱 레버

트랙터에 로더를 장착하여 사용할 때 로
더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로더 전용 조이
스틱 레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장의 "로더 사용요령"
을 참조하십시오.

E
C

F
D

A

B
tf4O404b

(1) 복동 밸브1, 레버1
(3) 복동 밸브3, 레버3
(A) A 포트
(C) C 포트
(E) E 포트(디텐트 타입)

TF140(RS650C)-국내향-04.indd 33

(2) 복동 밸브2, 레버2
(B) B 포트
(D) D 포트
(f) f 포트(디텐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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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 RS650C
위치 / 견인 조정 레버
를 결정한 후 고정볼트로 고정하여 주십
시오. 위치제어 레버로 작업 시에는 견인
제어 레버를 깊게(앞쪽) 방향으로 하십시
오.

가 큰 부하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상승되
어 과잉부하에 의한 장비의 파손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고정 볼트를 사용하는 방법
견인제어

t11o4a45

(1) 견인제어 레버
(2) 위치제어 레버

(3) 고정 볼트

위치/견인 조정 레버를 작동하면 유압승
강암이 작동되고 작업기의 높이 또는 작
업 깊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기를
내리기 위해서는 레버를 전방으로 밀고
올리기 위해서는 레버를 후방으로 당깁니
다.

위치제어
위치제어 레버는 작업 시 일정한 작업 깊
이를 유지시켜 줍니다. 레버의 조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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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 등 견인력에 의한 작업시 사용합니
다. 위치제어 레버를 하강(앞쪽)으로 내리
고 견인제어 레버를 이용하여 원하는 작
업 깊이까지 내려 주십시오. 작업 깊이는
토질에 따라 결정되며 승강 장치는 일정
한 견인 부하량으로 유지됩니다. 견인제
어 레버를 얕게(뒤쪽)로 할수록 승강 장치
는 적은 견인 부하를 받습니다.

1. 조정 레버를 사용하여 원하는 작업 위
치를 결정하십시오.
2. 원하는 위치에 고정볼트를 고정하십시오.
3. 고정 볼트가 한번 설정되면 관련 유압
레버가 고정 볼트에 닿을 때까지 전방
으로 간단하게 움직입니다.

복합제어
견인제어 레버로 작업기를 적당한 작업
깊이만큼 하강시키고 멈춤 볼트로 레버를
고정합니다. 위치제어 레버를 이용하여
작업기가 상승 시작 위치까지 레버를 뒤
로 조작합니다. 복합제어 사용시 승강장
치가 견인제어에 의해 작동되므로 작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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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4- 35

캐빈 장치
실내 장치

7

3

4
2
4

6
5

1

2

1

8
T12O454A

(1) 스피커
(2) 히터 / 에어컨 흡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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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기 순환 필터
(4) 에어컨/히터 스위치

(5) 실내등
(6) 블루투스 플레이어/라디오

(7) 외/내기 절환 레버
(8) 룸밀러

2020-04-06 오전 9:42:00

4- 36 RS650C
실외장치

출입문

T12O419b

(1) LED 작업등(전방)
(3) 와이퍼
(5) 출입문 손잡이

(2) 안테나
(4) 백미러
(6) 방향지시등

뒷 창문

T11O438A

(1) 잠금장치

(2) 출입문 손잡이

1. 캐빈은 안락하고 편리하게 디자인되었
습니다.

외부에서 손잡이를 당기면 출입문이 열립
니다.

2. 매우 넓은 창문과 좌/우측에 백미러를
가지고 있어 전/후진 시 넓은 시계를 제
공합니다.

출입문 외부에 잠금 장치가 있어 잠금키
를 이용하여 잠글 수 있습니다.

3. 에어컨이나 히터장치를 사용하여 쾌적
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캐빈 구조물은 ROPS(전복시 안전 구
조물) 및 FOPS(낙하물 보호구조물) 시
험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합니다. 하지
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성
이 현저히 줄어 듭니다.

TF140(RS650C)-국내향-04.indd 36

t12O420a

(1) 뒷 창문 핸들

(A) 당김

내부에서 뒷창문의 핸들을 위로 당겨 살짝
밀면 창문이 열립니다. 닫을 때에는 핸들
을 잡고 가볍게 당겨주십시오.

경

고

• 작업기 때문에 뒷창문의 개폐가 불가
능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개폐할 때
는 작업기 간섭으로 인한 파손 및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확인하
십시오.

•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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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사이드 창문

4- 37

작업등

경

고

• 야간에 도로주행시 작업등을 켠 상태
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마주보거나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계
에 악영향을 주어 다른 운전자는 물
론 본 트랙터 운전자에게도 매우 위
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사용하십시오.
T85O452A

T12O4b9A

(1) 사이드 창문

(1) 작업등 스위치(전)

도어를 연상태로 트랙터를 작동할 때에는
연장 도어 스톱퍼를 사용하십시오.

작업등은 캐빈 지붕위 앞/뒤에 장착되어
있으며 버튼은 운전실 내부 우측 기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할 때 도어를 완전히 열지
마십시오. 운전실 환기를 위해서는 사이드
창문을 약간 열어 주십시오

(2)작업등 스위치(후)

작업등 스위치(전/후)의 "ON" 을 누르면
점등됩니다. 이때 키 스위치는 "ON" 위치
에 있어야 합니다.

주

4

에스코트 기능 (부품 장착 시)
야간작업 또는 기타작업 등을 마친 후, 작
업등이 켜진 상태로 엔진을 껐을 때에는
작업등이 30초간 켜진 상태가 유지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기

• 전방 작업등은 작업시 시야성 증대를
위해 LED램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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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 RS650C
PTO 크루즈

PTO 크루즈 설정 방법
엔진 rpm 1,300 이상이어야 하며 브레이
크,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PTO 크루즈 스위치를 "ON"하고 크루즈
설정 스위치의 SET(1)을 누르면 작동됩니
다.
PTO 크루즈가 작동된 상태에서 크루즈
설정 스위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작동
됩니다.
T12O422b

(1) PTO 크루즈 스위치
(2) 크루즈 설정 스위치

엔진 1,300rpm 이상에서 쾌적한 운전을
위하여 엔진 rpm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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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 : 1회당 50rpm씩 증가
• SET(-) : 1회당 50rpm씩 감소

PTO 크루즈 해제 방법
브레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을 조작하거
나 PTO 크루즈 스위치를 "Off"하면 해제
됩니다.
PTO 크루즈 스위치 "ON" 상태에서 브레
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 조작으로 PTO 크
루즈 기능이 해제되었을 경우는 RES(+)
스위치를 1회 누르면 해제 전 상태로 복귀
됩니다.

중

요

• 편브레이크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페
달을 밟아도 PTO 크루즈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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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INC/DEC 버튼

4- 39

DPF 재생 스위치
5. 3~4분간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그 후,
재생버튼을 2초 정도 누릅니다.

주

기

• DPf 온도에 따라 재생진행램프 점등
시작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T12O423b

(1) INC/DEC 버튼

클러치 페달과 셔틀레버를 교정할 때 사용
됩니다.
사용중에 셔틀 클러치 작동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십
시오.

T12O424b

(1) DPf 재생스위치
(A) 활성화

(B) 비활성화

활성화 (상단 버튼)
재생 경고등이 들어오면 다음 사항을 수
행하십시오 :
1. 트랙터를 평탄한 지면에 주차합니다.
2. 공회전상태로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6. 재생경고등이 꺼지고 재생진행램프가
점멸합니다.

4

재생과정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약
30~4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작업을 재개
해 주십시오.
비활성화 (하단 버튼)
재생중에는 비활성화 버튼을 누르지 마십
시오.
하지만 긴급상황 시에는 재생프로세스를
멈추기 위해 비활성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3.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제자리에 고정시
킵니다.
4. 변속 레버는 모두 다 중립 위치에 놓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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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

주

1. 와이퍼 스위치(전/후)의 "ON" 을 누르
면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의

촉매 필터의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
을 지켜주십시오.

2. 스위치의 "ON"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윈도우 브러쉬에 연결된 노즐에서 워셔
액이 분출됩니다.

• 반드시 정품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준수하십시오.
• 엔진 오일량의 수시 점검 및 규정량

3. 유리세척을 위한 워셔액 저장탱크는
캐빈외부 후방 좌측의 번호판 뒤에 설
치되어 있습니다.

을 유지하십시오.

•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십시오.
• 절대 주행중에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 내리막길에서 변속 레버를 중립에 놓
지 마십시오.

워셔액량을 확인하고 부족할 시 보충하
여 주십시오.

T12O4c1A

(1) 와이퍼 작동 스위치(전)
(2) 와이퍼 작동 스위치(후)

경

• 엔진 오일 및 연료에 다른 첨가제를



워셔액으로서는 일반수도물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자동차용 워셔액을 사
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겨울
철에는 필히 자동차용(동계용) 워셔
액을 사용하십시오.



워셔액이 없는 상태에서 워셔액 분무
를 계속 시도하면 워셔액 모터가 손
상됩니다. 그러므로 운전 전에 워셔
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경고등 점등 시 장기간 운행하지 마
십시오.

• 주차 시 촉매 필터에 마른 잔디 및 휴
지 등의 인화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
십시오.

고

M55O4I5A

(1) 워셔액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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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선택 스위치
모드 선택 메뉴

경


고

앞/뒤 유리에 진흙이 튀었을 경우에
는 와이퍼 작동 시에 워셔액을 충분
히 뿌려 주십시오. 겨울철에 창문이
결빙된 상태로 와이퍼를 작동할 경우
관련 퓨즈가 단락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에는 캐빈 내부 온도를 올
린 후 와이퍼를 작동하십시오.

1

T12O472a

T12O470a

(1) 에코/모드선택 스위치
(A) 모드 버튼
(B) 에코 버튼

(1) 모드 선택 메뉴 표시

・에코버튼(B)

・모드버튼(A)

에코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계기판
에코 표시등이 ON/Off 됩니다. 연비
가 낮으면 흰색, 중간은 녹색, 높으면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ECO 구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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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연비 0 ~ 6ℓ/h 미만 이거나
엔진 RPM 1,000 미만

녹색

연비 6 ~ 12.5ℓ/h 미만

적색

연비 12.5ℓ/h 이상

4

모드스위치를 한번 누를때마다 계기
판 LED 내용이 주행계 ▶ 실시간 연료
소비량 ▶ 평균 연료 소비량 ▶ 총합
연료 소비량 순으로 변경되어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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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플레이어/라디오
번호

구분

1

-

2

LH

3

ALH

4

L

안테나

내용
주행거리계

1

2

실시간 연료 소비량
평균 연료 소비량
총 연료 소비량

t12O4b3A

T12O425A

(1) 블루투스 플레이어/라디오
(2) PWR(파워) 스위치

(1) 안테나

오디오/라디오 기능과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플레이어가 장착되어 있
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해당 기능이 탑
재된 다른기기들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카 스테레오
사용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라디오 안테나

주

라디오 수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안테
나 접속 상태 및 각도를 확인하십시오.

의

• 카 오디오의 볼륨을 과도하게 높인
상태로 작업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
로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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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실내등

액세서리
룸미러

t12O4B7A

컵홀더 및 수납공간

(1) 룸미러

실내등의 심볼 ◎을 누르면 실내등이 켜
집니다. 다시 누르면 실내등이 꺼집니다.

조작의 편의성을 위해 차량용 룸미러가
실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

의

실내등은 키를 꽂지 않아도 점등됩니
다. 장시간 켜놓은 채로 방치하면 배
터리 방전의 원인이 되므로 유의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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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12O426A

(1) 실내등

주

4- 43

운전시작 전 룸미러의 각도를 적절히 조
정하여 후방시계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T12O429A

(1) 컵홀더

(2) 수납공간

작업시 캔이나 컵 등을 놓아둘 수 있는 컵
홀드와 사용설명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
납공간 등 편의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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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이저(옵션)

실내공기 순환/외부공기 유입

경

고

• 본 캐빈은 농약 살포용으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오염된 외부공기의 실내유
입을 막는 기능이 전혀 없으므로, 농
약 및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곳에서
는 사용을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M55O4J3b

(1) 실내공기 흡입구
(A) 외부공기 유입

t12O430A

(1) 선바이저

전방으로부터의 햇빛을 가릴 때는 밑으로
내려 사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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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입구 레버
(B) 내부공기 순환

에어컨 가동시 실내공기를 순환하거나 외
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흡입구 레버를 "A" 쪽으로 밀면 그릴이 닫
혀서 외부공기가 유입되고 레버를 "B"쪽
으로 당기면 그릴이 열려 캐빈 실내공기
가 순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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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경보장치

4- 45

히터 및 에어컨

1

4

t12O473A

(1) 경보 부저
M55O4J4A

트랙터 후면에는 후진기어 작동 시 경보
음이 울리는 후진경보장치가 장착되어 있
습니다.

(1) 풍량조절 다이얼

(2) 송풍구 전환 다이얼

(3) 온도조절 다이얼

(4) 에어컨 스위치

에어컨은 반드시 엔진 시동 후에 사용하십시오.

경

고

• 실내에 보호자 없이 어린이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무덥거나 햇빛이 많은 날에는 실
내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통상은 외기유입으로 사용하고 내기 순환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내기순환을 사용하면 실내공기의 산소부족으로 두통·졸음이 오거나 창문에
성에가 끼어 시야를 가릴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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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조절 스위치

에어컨 스위치

H11O493A

히터 및 에어컨의 풍량을 4단계로 조절 가
능합니다.

풍향조정 스위치

M55O4J5A

에어컨 작동시에는 눌러 사용하고 끌 때
는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히터는 온도조절 스위치와 풍량조절 스위
치로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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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5O4J6A

•

: 풍향조정 스위치를 ( ) 위치로 돌
리면 좌/우측 그릴 4개소에서 운전
자를 향해 바람이 송풍됩니다.

•

: 스위치를 혼합( ) 위치로 돌리
면 전방부 4개소 및 좌/우측 4개
소에서 동시에 바람이 송풍되어
집니다.

•

: 스위치를 ON( ) 위치로 돌리면
전방부 그릴 4개소에서 바람이
송풍되어 앞유리 성에 제거시에
효과적입니다.

2020-04-06 오전 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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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정 스위치

주

의

• 차를 직사광선이 쪼이는 곳에 오래
주차시킬 경우 모든 창문을 열고 더
운 공기를 배출시킨 다음 에어컨을
작동하십시오.

•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모든 창문을
닫으십시오.

H11O498A

•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갈 때는 엔진
오버히트 우려가 있으므로 에어컨을
끄십시오.

•
스위치를 조정하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적색)으로 돌리면 따
뜻한 바람이 나오고 왼쪽(청색)으로 돌리
면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온도조정 스위치는 히터나 에어콘을 통과
하는 바람의 양만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온도조정
스위치를 고온으로 조절하면 에어컨 성능
이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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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장시간 에어컨
을 사용하면 엔진 오버히트 우려가 있
으므로 에어컨 작동을 삼가하십시오.

• 장시간 주행중 찬바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에어컨을 끄고 풍량조절 스위치
를 4단으로 놓고 5~10분 정도 주행
후 다시 에어컨을 작동시키십시오.

주

의

• 에어컨을 사용시 효과적인 냉방을 위
해 모든 창문을 닫아 주십시오.

• 작업부하가 급격히 상승할 때 엔진 출

력 향상을 위해 에어컨을 꺼주십시오.

• 정지상태에서 고부하 작업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에어컨 작동시간을 줄여 주
십시오.

4

• 에어컨을 가동치 않는 겨울철에도 월
1~2회 정도 작동시켜 주면 냉매누설
이 예방되고 콤프레셔 윤활이 촉진되
어 에어컨 관련 부품의 수명 연장에
좋습니다.

•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 오래 주차시킨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더운 공기를
배출시킨 후 작동하십시오.

• 에어컨을 가동치 않는 겨울철에도 월

1~2회 정도 작동시켜서 냉매 누설을
방지하고 컴프레셔 내의 오일 순환도
원활하게 하여 에어컨 가동시 항상 좋
은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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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핀 소켓 (옵션)
에어컨 냉매량 점검
냉매량이 부족하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
됩니다. 또한 과충전해도 에어컨 기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대동 대리점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에어컨 냉매량

번호

회로

배선 색깔

1

접지

W

2

예비

B

3

방향신호(좌)

Y

4

정지등

R

냉매종류

냉매량

5

방향신호(우)

G

R-134a

600 g

6

미등

Br

7

예비

L

경

고

• 에어컨을 켜놓은 채로 잠들시 질식사

경

• 트레일러 등 지시등을 구비한 작업기

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합니다.

•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장시간 작
업시 실내공기가 혼탁해지므로 주기
적으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환기시
켜 주십시오

M55O4J7A

(1) 전원 콘넥터

7개의 핀을 구비한 소켓이 트랙터의 뒤쪽
좌측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등의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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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를 장착한 상태로 도로주행시는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7개 소켓을 반드시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 트레일러에 7핀 소켓을 연결한 후 반

드시 작동이 올바르게 되는지 확인하
십시오. 트레일러의 사양에 따라 작
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
우 대동 지정 대리점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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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적정 공기압
항상 적정한 타이어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사용설명서에서 추천한 압력 이상으로 주
입하지 마십시오.
구분

타이어 규격

공기압

전륜

11.2-20

2.4 kg/cm

2

후륜

14.9-30

1.8 kg/cm

2

주

•

T56O530A

(A) 부족

(B) 표준

(C) 과다

타이어 공기압은 공장 출하시 규정된 압력
으로 주입 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압력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공
기를 주입하십시오.

경

고

T46w030a

기

로더 또는 앞쪽 웨이트에 의해 앞바퀴
에 최대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앞쪽 타
이어를 최대압력으로 유지하십시오.

4

• 장착된 타이어와 상이한 사이즈를 조
경

고

• 타어어 림은 타이어로부터 이탈하여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
로 타이어 점검시 혹은 압축 공기 주
입시 림의 비산 경로를 피하여 작업
하십시오.

립할 경우에는 전/후륜 속도비에 대해
폐사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타이
어의 과도한 마모는 부적절한 전/후
륜 속도비 때문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타이어는 규정된 것 보다 더 크거나
작은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타이어를 임의로 분해조립하지 마십시

오. 만일, 분해조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정비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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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거

T11O429A

(1) 디스크

(2) 림 볼트

(3) 림

T46w031a

경

고

• 타이어 주변에서 혹은 림이나 디스크
에 직접 용접작업을 하거나 기타 열
을 가하는 작업을 할 경우 타이어 내
공기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폭발할 우
려가 있으므로 절대 삼가하십시오.

•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손상 및 변형
여부, 러그의 과다 마모 여부, 림과 디
스크의 손상 및 변형 여부, 휠과 림에
고정된 볼트 또는 너트 등의 이완여
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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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 작물이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타이어가 작물 위를 지나가지 않도록 륜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사지나 트레일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륜거를 넓게 해서 사용하십시오.

경

고

• 림, 휠 또는 차축이 이완된 상태로 트랙터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너트 또는 볼트를 규정 토오크로 체결하십시오.
• 항상 일일 점검하십시오.

2020-04-06 오전 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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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타이어 륜거
표준형

조정 후

전륜

4
1,468 mm

후륜

1,528 mm

1,442 mm

1,554 mm

1,416 mm
Tf4O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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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토오크 및 방향
앞/뒤 휠 장착 패턴

앞/뒤 휠 볼트 및 너트 체결 토오크
휠 볼트 및 너트
체결 토오크

앞

20~23 kgf·m

뒤

28~32.5 kgf·m

림 볼트 및 너트 체결 토오크

T11O459A

(1) 휠 너트/볼트
(3) 림

림 볼트 및 너트
체결 토오크

(2) 림 볼트
(4) 디스크

전륜 및 후륜의 륜거는 작업조건 또는 타
입을 맞추거나 디스크에 타이어(림 포함)
의 장착을 변경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습
니다. 앞 페이지의 "타이어 륜거" 를 참조
하십시오.

휠 장착방향
농용 타이어의 경우 전, 후륜 모두 타이어
측면의 화살표 마크가 전진시 회전방향과
일치하도록 장착되어야 합니다.
바퀴자국으로 판단할 경우 전진 방향을
향하여 섰을 때 "V"자가 똑바로 보이면 바
르게 체결된 것입니다.

앞
26.5~31 kgf·m
뒤

경

고

• 폐사가 규정한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
사양은 금합니다.

• 타이어 조립시 예시된 그림에 따라
조립하십시오.

• 부득이하게 타이어 사양이 변경되거
나 부착방법을 변경할 경우 폐사의
지정 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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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중량 (옵션)
전방 부가 웨이트

4- 53

전방 부가 웨이트 관련 부품
이트를 탈거해 주십시오.
앞바퀴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면 조향이
어려워지고 타이어가 조기 마모되거나 앞
차축의 내구수명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5

3

1
4

T11O442A

A40O4D4a-1

(1) 전방 부가 웨이트

(1) 앞웨이트
(3) 앞웨이트 고정 볼트
(5) 너트

로더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 트랙터 앞 프레임에 웨이트를 추가
하십시오.

웨이트를 장착하고 탈거할 때는 항상 타
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십
시오.

무거운 트레일러의 견인시 또는 뒤쪽에
무거운 작업기가 장착된 경우에는 전륜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조향능력을 유지하
고 후방으로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충분한 중량을 추가해 주십시오.

앞쪽 웨이트는 폐사 대리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작업기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의 웨이트가 요구되는지 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프론트 로더가 장착된 경우등 앞바퀴에
충분한 중량이 부가된 경우에는 전방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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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고정핀
(4) 앞웨이트 볼트

최대 하중
27 kg x 10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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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무거운 작업기를 운반할 때에는 추가
의 웨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작업기를 상승한 채로 요철이나 험로
를 통과할 때는 부가중량의 부착여부
에 상관없이 서행하십시오. 전복위험
이 있습니다.

중


요

필요 이상의 웨이트를 부착하지 마십
시오.

• 차축이나 바퀴의 내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후방 웨이트 선택
안정성 또는 견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후륜에 웨이트를 추가해 주
십시오. 뒤쪽 밸러스트의 량은 작업과 일
치되어야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탈
거해 주십시오. 후륜 웨이트를 사용하거
나 타이어에 액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작업기에 대해서는 대동 대리점과
상의한 후 필요하고 정확한 밸러스트를
선택하십시오.

주

•

의

무거운 작업기를 운반할 때에는 추가
의 밸러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기를 올렸을 때 밸러스트의 사용
량에 관계없이 거친 지면 위를 천천
히 운전하십시오.
최대 하중
30 kg x 2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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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운전 점검

새 트랙터 운전

트랙터를 시동하기 전에 트랙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작
업전에 일상점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주






의

점검이나 정비를 할 때는 평탄한 지면
에 트랙터를 세우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연료보충은 정비편의 "일상점검사항"
편을 참고하십시오.

"위험, 경고 및 주의 표시" 를 숙독하
십시오.

점검사항
• 트랙터 외관 점검
• 엔진 오일량 점검
• 트랜스미션 오일량 점검
• 냉각수량 점검
• 그릴과 라디에이터 철망 청소
• 에어클리너 필터 점검
• 브레이크 페달 점검
• 계기판 게이지 표시등 점검
• 전조등, 방향지시등, 작업등 점검
• 외부에 노출된 전기장치 배선의 점검
• 안전벨트와 ROPS 및 캐빈 손상여부 점검
• 연료보충 점검
• 모든 위험 및 경고표시 점검
• 타이어 공기압 및 휠 볼트 체결 상태의
육안 점검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7장의 "정
기점검 주기" 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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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트랙터 운전시 처음부터 과도한 속도
나 부하로 운전하면 트랙터 전체 내구수
명에 해롭습니다.
초기 10~20 시간 동안에는 적절한 작업부
하와 속도로 길내기 운전을 충분히 실시
하십시오.

길내기 운전 요령
1. 엔진 시동 직후 저속 공회전을 3~4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2. 동절기에는 공회전 운전시간을 더 늘려
주십시오.
3. 도로주행시 최고속도로 운전하지 마십
시오.
4. 작업시 과도한 부하를 부가하지 마십시
오.
5. 시동 정지 전 2~3분 저속 공회전을 실
시하십시오.

2020-04-06 오전 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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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운전
엔진 시동

경

2) 주차브레이크를 풀때는 브레이크 페
달을 한번 더 밟아 주십시오.

고

사고 예방을 위해:

• 트랙터에 부착된 경고 및 주의사항을

중

• 주차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기 전에 브

반드시 읽고 내용을 이해하십시오.

• 건물 내부나 밀폐된 공간에서 엔진시

레이크 페달이 완전히 밟혀졌는지 확
인하십시오.

동을 걸면 배기가스에 의해 질식 및
산소부족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적
절히 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운전자는 트랙터 운전석 이외의 장소
에서는 절대로 엔진시동을 걸지 마십
시오. 예기치 못한 트랙터 발진으로
인명사고가 우려됩니다.

중

요

• 엔진 시동을 위하여 기폭제나 첨가제

등을 사용하면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되며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시동모터나 배터리의 손상을 막기 위
하여 10초 이상 계속해서 시동모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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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주
M55O4E8A

(1) 주차브레이크 레버
(A) 누름

기

•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 계기
판에 주차브레이크등이 켜집니다. 해
제시 주차브레이크등이 꺼집니다.

5

1. 트랙터 운전에 방해되는 물건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주십시오.
1) 주차브레이크를 고정하기 위하여;
①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②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③ 계기판에 주차브레이크등이 점등
되었는지 확인하고 주차브레이
크 레버를 눌러서 브레이크 페달
을 걸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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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O501A

(1) 공기빼기 볼트

3. 공기빼기 볼트를 풀어주십시오.

(1) 전/후진 레버
(3) 부변속 레버
(A) ON

(2) 주변속레버
(4) PTO 스위치
(B) OFF

4. PTO 스위치를 "OFF" 위치로 놓아 주십
시오.
5. 주/부변속 레버 및 전/후진 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으십시오.
6. 클러치 페달을 밟아 주십시오. (전/후진
셔틀이 중립에 있지 않거나 PTO 스위
치가 "OFF"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시동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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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o4a26

T12O502b

(1) 시동 스위치
(A) 예열
(B) OFF
(D) ON
(E) 시동

(C) ACC

7. 시동장치에 키를 삽입하고 "ON" 으로
돌린 상태에서 예열등이 소등될 때 까
지(약 8초) 기다리십시오.

주

기

• 냉각수 온도에 따라 예열등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4-06 오전 9:43:01

운전 방법

예열장치의 작동 원리

경

고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두면 예열램
프가 점등 후 소등됩니다. 온도에 따라 예
열점등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열 램프 소
등 후 곧 바로 시동을 걸거나 늦어도 5초
이내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 시동모터는 많은 전류가 필요하기 때

예열효과가 떨어져 시동이 잘 걸리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시동을 재시도할 때는 플라이휠이 완

주

기

• 냉각수 온도가 30℃ 이상인 경우 예
열은 물론 후열 및 예열 램프도 작동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열없이 곧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으며, 제품 문제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본 제품에는 후열기능이 있으며 시동
초기 엔진 성능을 개선하여 유해 배
기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약 15
초간) 램프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TF140(RS650C)-국내향-05.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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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10초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시키
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10초 이내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30초이상 기다
렸다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전히 멈춘 후 시도하십시오.

8. 엔진이 시동되면 키에서 손을 떼십시오.
자동적으로 "ON" 위치로 되돌아 옵니다.

경

(1) 계기판
(3) 충전 경고등

(2) 오일 압력 경고등

5

고

•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키를
시동위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9.

t12O504a

클러치 페달로 부터 발을 뗀 후 약
3~4분(겨울철: 약10분) 정도 난기운
전을 하십시오.

10. 계기판의 모든 점검표시등이 "OFF"
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램프가
지속적으로 "ON" 상태인 경우에는 엔
진을 즉시 멈추고 원인을 점검하십시
오.

2020-04-06 오전 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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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엔진정지
점검램프 확인

중

1. 정상 시동 후 4~5 초가 지나도 오일압
력 경고등(2)이 소등되지 않으면 즉시
엔진을 정지한 후 엔진 오일 주입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 대리점과
상의하십시오.

경

• 본 제품에 탑재된 엔진은 터보차져를

장착되어 있어 시동 직후 고속 회전,
급가속, 급출발을 절대하지 말고 약
2~3분간 공회전을 실시한 후 운전을
하십시오.

• 엔진 정지시에도 약 2~3분간 공회전 운전

고

• 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엔진을 가동하면 엔진소착 등 치명적
인 고장이 발생합니다.

2. 정상 시동 후 4~5초가 지나도 충전경고
등(3)이 소등되지 않으면 배터리 충전
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배터리,
발전기 등의 충전계통의 정비를 받으시
기 비랍니다.
3. 기타 나머지 표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4장의 "계기판" 편을 참조하십시오.

경

고

• 충전경고등이 점등된 채로 장시간 운
전하면 배터리 방전은 물론 제품의
전기장치 전반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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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을 실시 후에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십시오.

T85O532A

• 엔진 시동 또는 정시시에 공회전을
실시하지 않으면 엔진 및 터보차져의
조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엔진을 끄기 전에는 반드시 엔진회전수
를 줄여 주십시오.
2. 클러치 페달을 밟고 모든 변속레버를
중립으로 놓으십시오.
3. 공회전 상태에서 반드시 약 2~3분 정도
운전한 후 시동키를 "OFF" 위치로 돌리
면 엔진이 정지됩니다.
4. 키를 빼십시오.

경

고

• 트랙터나 엔진을 운전한 후에 충분히
냉각될 때 까지 소음기나 열이 나는
커버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중

•

요

트랙터에서 내릴 때는 모든 전기장치의
전원을 "OFF" 한 후 항상 키를 빼십시오.

• 폐사의 모든 트랙터에 대해 동일한 형
상의 키가 사용되므로 기대를 옥외 또
는 작업장에 방치하여 도난당하는 일
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경음기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비상등은

키를 꽂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4-06 오전 9:43:02

운전 방법

난기운전
엔진의 설계 내구수명 혹은 그 이상의 기
간 동안 고장없이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서 엔진 시동시 난기운전을 습관화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난기운전은 작업에 돌
입하기 전 엔진내 각부의 윤활상태뿐만
아니라 각종 유압장치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엔진은 물론 유압장치의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프시동
난기운전 방법
1. 엔진 시동 후 저속 무부하 상태로 약
3~4분 기다립니다.
2. 동절기에는 난기운전 시간을 약 10분
정도로 늘립니다.
3. 혹한기에는 약 15분 간 난기운전을 하
십시오.
4. 난기운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엔진 쓰
로틀을 50%정도 개방할 수 있습니다.
5. 시간에 관계없이 계기판의 온도계가 정
상 온도범위의 약 1/4을 가리키면 충분
히 난기운전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작업을 시작한 후에도 작업부하를 급격
히 올리지 않습니다.
7. 작업을 마친 후 시동을 끄기 전에도 약
2~3분간 무부하로 운전합니다.

경

고

• 과도한 난기운전은 불필요한 연료소
비를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 절대 난기운전 상태로 트랙터를 장시
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등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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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O502A

(1) 방전 배터리
(3) 점프선(+)

(2) 점프선(-)
(4) 보조 배터리

5

점프시동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할 수
없을 때 다른 트랙터의 배터리나 보조 배
터리를 방전된 배터리에 연결하여 시동하
는 방법입니다.
1. 도움을 줄 트랙터나 차량의 배터리 전압
이 방전된 트랙터와 동일(본 제품: 12V)
한지 확인하십시오.
2. 점프 케이블의 길이를 확인하고 도움
줄 트랙터를 방전된 트랙터에 근접시킨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브레이크
를 건 후 시동을 끕니다.

2020-04-06 오전 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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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주행방법
3. 보안경이나 고무장갑을 낀 후 양쪽 기
대의 본넷트를 엽니다. 필요시 배터리
단자 커버를 벗깁니다.
4. 빨간색 케이블 (+)의 양쪽 집게를 양쪽
기대의 배터리 (+)단자에 정확히 물립
니다.
5. 검정색 케이블 (-)의 집게를 도움을 주
는 기대의 배터리 (-)단자에 물리고 다
른 한쪽 집게는 방전된 기대의 차체에
물립니다. 이 때 차체 페인트 피막이 없
는 부위를 선택합니다.
6. 먼저 도움을 주는 기대를 시동합니다.
7. 방전된 기대를 시동합니다.
8. 도움을 주는 기대의 배터리 (-)단자로부
터 검정색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9. 빨간색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T11O510b

(1) 의자
(2) 의자 등받이 조정 레버
(3) 의자 조정 손잡이(쿠션하중)
(4) 의자 조정기(앞/뒤)

(1) 안전벨트

2.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1. 페달과 핸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
치로 의자를 조정하십시오.

경

고

10. 방전된 기대의 배터리 충전을 위해
30분이상 충분히 운전합니다.

• 의자 조정 후에 의자가 확실하게 고

11. 재차 방전이 된다면 배터리를 교환하거
나 발전기 등 충전장치를 점검합니다.

• 주행중에 의자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5.indd 8

M55O508A

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자가 갑자기 움직여 트랙터 핸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

고

• ROPS나 캐빈이 장착된 경우에는 반
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 안전벨트를 골반부가 아닌 복부나 허
리에 착용하면 충돌이나 전복 사고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ROPS가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접혀

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2020-04-06 오전 9:43:04

운전 방법

5-

A
1

M55O533A

(1) 핸들
(A) 올림

(2) 틸트페달
(B) 내림

3. 운전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핸들을 조정
하십시오.

경

고

• 주행중에는 절대로 핸들 틸트각도를
조절하지 마십시오. 조향능력을 상실
하게 되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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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6O503a

(1) 브레이크 페달(좌/우)
(2) 브레이크 연결고리
(A) 밟음

(1) 위치제어 레버
(A) 하강

4. 좌/우 브레이크 페달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위치제어 레버는 앞으로 밀어서 작업기
를 내려 주십시오.

경

고

• 고속시 편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트랙
터가 주행로를 이탈하거나 전복될 수
있습니다.

5

경

고

• 작업기 주변이나 트랙터 후방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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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O414A

(1) 속도조정 레버
: 저속

: 고속

6. 엔진 RPM을 공회전에서 중속까지 서
서히 증가시키십시오.

M55O537A

t12O507A

(1) 주차브레이크
(3) 연결고리

(2) 브레이크 페달
(A) 밟음

7.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십시오.

(1) 클러치 페달
(A) 밟음

8. 클러치를 최대한 밟아 주십시오.

주

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 클러치 페달에서 급하게 발을 떼지
마십시오. 트랙터가 급발진하여 전복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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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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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법
주차브레이크 레버

주

의

• 운전시는 클러치 페달 위에 발을 올
려 놓지 마십시오. 클러치 디스크의
조기마모의 원인이 됩니다.

• 안전을 위해 갑작스런 속도변화는 삼
가해 주십시오.

• 가파른 비탈길 주행시, 트랙터를 운
t12O508a

(1) 주변속 레버
(3) 전/후진 레버

(2) 부변속 레버

9. 원하는 위치로 주변속, 부변속 및 전/후
진 레버를 변환해 주십시오.

반차량에 싣거나 내릴 시 미리 저속
으로 변속하여 경사지 중간에서 변속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사지 운전
중 변속레버에 손을 얹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변속이 빠져 기대가 활강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5

10.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놓으면 트랙터
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t12O509A

(1) 고임목
(3) 브레이크 페달
(A) 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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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브레이크
(4)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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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제품의 주차브레이크는 별도로 구비
되어 있지 않고 주행브레이크를 이용하
는 구조입니다.
2. 주차브레이크를 걸기 전 반드시 좌/우
편브레이크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3. 주행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음과 동시에
주차브레이크 레버(2)를 아래로 눌러서
주행브레이크 페달이 래칫에 걸려서 복
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주차상태를 확
인하여 제동력이 부족할 경우 더 강하
게 브레이크를 밟아 주차합니다.
4. 주차 후 트랙터를 떠나기 전에는 반드
시 PTO를 정지하고 모든 작업기를 지
상으로 내려놓고 시동을 끄십시오.
5. 비탈길에 주차할 때는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가능한 한 모든 기어를 저속으로 놓아
두십시오.
6. 주차브레이크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브
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한번 더 밟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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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차량의 움직임에 따른 신체 사고나 인
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기어 변속
위치에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
십시오.

※ 파워셔틀 기종에 한함.

경

고

• 편브레이크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주
차브레이크를 걸어 두면 제동력이 한
쪽바퀴에만 미치므로 주차브레이크 성
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사고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하

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조기 마모됩니다.

중

요

• 엔진시동을 건 상태에서 주변속 기어
와 전/후진 기어를 중립에 두었다 할
지라도 기대가 서서히 이동할 수 있습
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트랜스
미션 내부의 유체마찰에 의한 것으로
엔진 회전수가 높을 때, 부변속의 저
속기어가 연결되어 있을때, 기온이 낮
아 트랜스미션 오일의 점도가 높을 때
더 잘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
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 트랙터가 완전히 정지하고 주차브레
이크가 확실히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
후 트랙터에서 내리십시오.

• 건초나 짚 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십
시오. 소음기에 닿으면 화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도 가파른 경사지에서는
엔진이 운전중인 상태로 주차하지 마
십시오.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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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 운전하기

경사지에서의 운전하기

엔진속도를 낮추어 저속으로 선회하십시오.

1. 경사지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엔
진에 가능한 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
행하십시오.

경

고

조향제어 상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포장지 진입시 주의사항

• 고속으로 회전하면 트랙터가 전복될

2. 오르막길에서는 엔진이 정지하지 않도
록 저속기어로 변속하십시오.

• 고속은 물론 저속선회시에도 차동고

3. 내리막길에서도 저속기어로 주행하여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하십시오.

수 있습니다.

정장치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경

5- 13

고

• 브레이크 페달의 연결장치의 연결 및

T85O536A

차동고정장치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 경사지에서는 클러치를 끊거나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작불능상태
가 될 수 있습니다.

• 급경사지 진입 전 미리 적절한 기어
단수로 낮추고 경사지 내에서는 절대
변속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대형사고
가 우려됩니다.

5
1.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십시오.
2. 경작지의 출입은 높낮이 차가 크면 위
험합니다. 발판 등을 이용하십시오.
3. 경작지의 출입은 직각으로 하십시오.
4. 올라갈 때는 작업기를 내려 전륜이 들
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5.트랙터 앞/뒤바퀴가 논두렁을 넘으면 동
시에 작업기를 들어 주십시오.
6. 논두렁을 오를 때 4륜구동과 후진으로
오르면 현저히 등판능력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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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주의사항

트랙터 싣고 내리기

M55O540A

(1) 방향 지시등(후)

1. 도로에서 주행방향을 변경할 때는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여 다른 차량이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M55O541A

(1) 브레이크 페달(좌)
(3) 브레이크 페달 연결
(A) 도로주행 중일 때

(2) 브레이크 페달(우)

경

고

• 도로주행시에는 반드시 좌/우측 페달

2. 야간에 상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전조
등을 하향등으로 사용하십시오.

을 확실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만일,
연결하지 않으면 트랙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전복되거나 충돌의 원인이
됩니다.

3.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하게 연결
하십시오.

• 도로를 주행할 때는 관계법규를 준수

TF140(RS650C)-국내향-05.indd 14

yyyo186a-1

1. 트럭에 실을 때에는 후진으로 하십시오.
2. 만일, 도중에 엔진이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서서히
브레이크 페달을 떼면서 일단 도로까지
내려 온 후 다시 엔진을 시동해서 올라
가 주십시오.

해서 안전운전을 항상 명심하고 운전
자 외는 승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020-04-06 오전 9:43:08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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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스티어링 사용시 주의사항

경

3. 로더 장착시는 앞타이어 공기압을 조정
하고 트랙터 뒷부분에 웨이트 또는 로터
리를 부착한 후 앞 웨이트를 제거하여
앞/뒤 밸런스를 맞추어 작업하십시오.

고

• 트랙터를 트럭에 실어 운반할 때는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하고 특히 터
널이나 교량 아래를 통과할 때 트랙
터 지붕이 터널 천정이나 교량 밑판
을 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이러한 사고는 실제로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t12O510A

(1) 파워스티어링 핸들

4. 핸들을 한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안전밸
브 작동음(릴리프 밸브 작동음)이 울립
니다. 밸브 작동음이 울리는 상태로 계
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이라
면 관계 없습니다)
유압유 온도가 상승하여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1. 파워스티어링은 엔진운전 중에만 작동
합니다. 엔진정지시는 보통 스티어링과
같이 작동하나 핸들이 매우 무거워집니
다. (단, 엔진회전이 저속일때 다소 핸
들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로더등의 앞부분에 장착한 작업기를 사
용하면서 트랙터를 정지한 상태에서 핸
들을 조작하면 핸들조작이 무거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저속으로 트랙터
를 이동시키면서 핸들을 조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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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 트랙터 후방에 작업기를 장착하여 도

로를 주행하면 앞바퀴의 접지력이 약
해져서 조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무게의 앞 웨이트를
장착하고 서행하십시오.

• 도로주행 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정비하십시
오. 만약,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트
랙터 후방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
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추돌사고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트랙터는 일반 차량에 비해 무게중심

이 높아 전복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측방향 경사지, 요철이나 웅덩이가
있는 도로, 폭이 좁은 도로 등에서 주
행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반
드시 ROPS를 정위치에 설치하고 안
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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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본 트랙터의 파워스티어링(조향)장치는
전 유압식 로드 리액션 타입입니다.

• 전 유압식이란 파워스티어링에 필요
한 동력의 전달을 전적으로 유압에 의
존하는 방식으로 일반 자동차에 사용
되는 랙과 피니온 등의 기계식 장치
가 필요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조
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티
어링 핸들의 각도와 앞바퀴의 각도가
서로 구속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티어링 핸들
중심의 대동 마크의 각도가 수시로 바
뀔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경

고

• 주행 중 시동을 끄면 유압동력 상실

에 따라 조향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
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주행중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 로드 리액션 타입이란 지면의 반발력

이 핸들에 전해지는 타입으로 조향
후 핸들을 놓게 되면 원위치로 자동
복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중의 핸들링에 편리합니다. (자
동복귀기능이 있으나 그 반응성은 그
리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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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히치 제어장치
더 먼 쪽)의 레버가 위치제어이고 안쪽(운
전자에 더 가까운 쪽)레버가 드래프트 제
어입니다.
위치제어
1. 위치제어 레버는 3점히치부의 승강암
(로워 링크)의 높이를 상승 혹은 하강할
때 사용합니다.
2. 레버를 전방으로 밀면 로워링크는 하강
하고 후방으로 당기면 상승합니다.
3. 비례 제어 방식으로 레버의 위치에 비
례하여 로워링크의 높이를 정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TF4O406b

(1) 위치제어 레버
(A) 하강

(B) 상승

3점히치 제어 방식에는 위치제어와 드래
프트 제어가 있으며 바깥쪽(운전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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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기 하강 높이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자 할 때는 위치제어 레버 앞에 구비된
고정볼트를 이용하여 레버 움직임을 제
한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경

고

• 트랙터 전방에 적절한 무게의 웨이트
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3점 히치
부에 과도한 무게를 부가하여 들어
올리려 하면 3점히치부가 들리는 대
신 트랙터 앞 바퀴가 들릴 수 있어 전
복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사
용규정을 준수하십시오.

5

4. 로워링크의 상승은 트랙터의 유압 에너
지로, 하강은 작업기의 자중에 의한 위
치 에너지로 가능합니다. 즉, 유압을 이
용하여 작업기를 내리 누를 수는 없습
니다.
5. 따라서 로워링크에 장착된 작업기가 지
표면에 닿아 있는 경우 지표면 굴곡에
의해 작업기가 들어 올려질 수 있으며
이를 플로팅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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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제어(드래프트) 레버
강암을 자동으로 상승하므로써 경심을
낮게 유지합니다.
4. 경심깊이를 깊게 유지하고자 할 때는
드래프트 레버를 앞쪽(깊게)으로 조정
하여 작업합니다.

TE6O516A

T11O453A

(1) 견인제어 레버

(1) 톱링크

1. 드래프트 제어는 주로 쟁기 등 견인력
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시 과도한 견인
부하로 트랙터의 바퀴가 공회전하거나
엔진이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3점 히치부의 톱링크 구멍 중 최하단이
나 중간 구멍 사용시 작동됩니다. 최하단
구멍을 사용하면 보다 더 예민한 드래프
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심깊이를 얕게 유지하고자 할 때는
드래프트 레버를 뒤쪽(얕게)으로 조정
하여 작업합니다. 쟁기는 외부조건에
의해 경심깊이가 자연적으로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얕게 조
정하여 작업하면 작업 중 경심깊이가
증가하여 부하가 증가할 때 그 반력이
톱링크를 통해 내부장치로 전달되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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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양의 조건이 달라지면 동일한 경심깊
이라 하더라도 드래프트 레버의 조정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토
양 조건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는 적절
한 경심깊이를 갖는 드래프트 레버 위
치를 선정한 후 고정볼트로 레버를 고
정하여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6. 드래프트 기능이 필요 없는 작업기(즉, 견
인력을 요하지 않는 작업기;로터리 틸러,
모워 등)를 사용할 때는 최상단 톱링크 구
멍을 사용하고 드래프트 레버는 어느 위
치에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7. 단, 드래프트 레버를 앞쪽으로 완전히
밀어두면 위치 제어시 승강암의 이동
구간 중 최하점을 좀 더 낮출 수 있고
드래프트 레버를 뒤쪽으로 완전히 당겨
두면 위치 제어시 승강암 이동구간 중
최고점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2020-04-06 오전 9:43:09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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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압 제어장치
복동 레버

주

대동이 제공하는 복동밸브는 자동 복귀타
입과 강제 복귀타입(디텐트 타입)이 있습
니다. (제품판매 국가 및 옵션사양에 따라
달라짐)

의

• 드래프트 기능용 톱링크 구멍(중간
혹은 최하 구멍)을 사용하여 이동 중
요철 등을 통과할 때 드래프트 센서
가 자극되어 작업기가 상하로 요동
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드래프트 레
버를 깊게 쪽으로 조정하여 드래프트
민감도를 낮추거나 최상단 톱링크 구
멍을 사용하십시오.

•

장시간 보관한 트랙터 혹은 정비를
위해 트랜스미션 오일을 교환한 직후
에는 이상 소음이 나며 유압 승강암
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엔진을 3~4분 공회
전한 후 작동하면 정상 작동하게 됩
니다.

• 승강암이 정상작동 되지만 이상 소음
이 계속 들리면 유압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엔진 공회
전을 추가로 10~15분 실시한 후 다시
시도해 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폐사 지정 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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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복귀타입은 복동밸브 레버를 작동

tf4O403b

위치로 밀거나 당긴 후 다시 놓으면 자
동으로 복귀되어 유압이 차단됩니다. 이
형식은 작동시간 동안 복동밸브 레버를
계속 밀거나 당기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유압실린더 등 작동시간이 짧
은 작업기에 적합합니다.

• 디텐트타입은 복동 밸브 레버를 밀거나
E
C

당겨 작동위치에 두면 그 위치에서 레
버가 계속 머물러 있으므로 레버를 계
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장시간 작동
을 요하는 유압모터 등의 작업기에 적
합합니다.

F
D

A

B
tf4O404b

(1) 복동 밸브1, 레버1
(A) A 포트
(C) C 포트
(E) E 포트(디텐트 타입)

5

(2) 복동 밸브2, 레버2
(B) B 포트
(D) D 포트
(F) F 포트(디텐트 타입)

복동레버로 작동하여 릴리프밸브가 작동
하기 시작하면 즉시 레버를 중립위치로
되돌려 주십시오. 릴리프밸브가 계속 작
동되면 오일이 과열되어 관련 부품들의
성능이 약화됩니다.

2020-04-06 오전 9:43:09

5- 20 RS650C
복동 레버
단동과 복동 실린더
압력을 가함
레버 1
밸브1
포트

밀어냄

당김

A

Out

In

B

In

Out

Out

In

밸브2
포트
밸브3
포트

오일을 배출

In

Out

C

Out

In

D

In

Out
커플러 규격

포트 A, B, C, D, E, F

PT 1 / 2

중

요

• 유압작업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디

텐트밸브 조작 레버를 반드시 중립위
치에 두십시오. 디텐트밸브를 작동
상태에 두고 장시간 방치할 경우 릴
리프밸브가 계속 열린 상태가 되므로
유압유의 온도가 상승하여 오일 씰,
O-링 등 각종 유압 부품이 열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디텐트밸브가 작동된 상태에서는 엔
진에 불필요한 부하가 가해지므로 엔
진의 힘이 평상시 보다 현저히 떨어
지고 릴리프 개방에 의한 소음과 진
동이 증가합니다.

• 디텐트밸브가 작동된 상태에서는 시
동성능 역시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
철 시동성능은 현저히 떨어지고 시동
직후에도 매연이 심해집니다.

H11O585A

(1) 단동형 실린더
(A) 외력

본 제품에 장착된 보조 유압밸브는 복동
밸브 타입이지만 단동형 유압실린더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림과 같이 단동형 실린더에 유압포트
한쪽만을 연결합니다. 실린더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유압을
해제할 경우 반드시 위치에너지(자중에
의해 하강하려는 힘)와 같은 외력이 존
재해야만 실린더를 수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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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

중

요

• 작업기 작동을 자주 지속적으로 해야

M55O526A

(2) 복동형 실린더

2. 실린더 수축을 위해서는 조작레버를 팽
창의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십시오. 그러
면 유압펌프에서 공급된 유압은 연결되
지 않는 다른 한쪽 유압포트로 공급되
나 포트가 차단되어 있으므로 압력이
증가하지만 결국 릴리프밸브가 열림으
로써 해소됩니다.

하는 경우 단동형 실린더보다는 복동
형 실린더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단
동형 실린더 수축시 릴리프밸브가 열
리므로 장시간 혹은 자주 사용하면
유압유의 온도가 상승하여 기대의 유
압 관련품의 내구수명을 저해 할 수
있습니다.

5- 21

작업기 유압호스 커플러의 연결 및 분리
연결방법
1. 연결 전 반드시 엔진 시동을 끕니다.
2. 복동밸브 레버를 전/후로 4~5회 움직여
서 트랙터 유압라인 내부의 압력을 제
거합니다. 내부압력이 잔존하면 커플러
연결이 매우 어렵고 설사 연결된다 하
더라도 연결 도중 유압유가 비산되어
눈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3. 암 수 커플러 주위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되면
유압 부품의 각종 고장 원인이 됩니다.

5

4. 트랙터의 암커플러 먼지막이 커버를 열
고 작업기의 수커플러를 강하게 밀어
넣으면 딸각 소리가 납니다.
5. 작업기 유압호스를 뒤로 당겨서 커플러
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엔진시동 후 누유 및 작동상태를 확인
합니다.

3. 실린더 수축 시 실린더로부터 되돌아
오는 유압은 조작레버가 팽창의 반대방
향으로 조작됨에 따라 형성된 퇴각 회
로를 통해 트랜스미션으로 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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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 RS650C

분리방법
1. 분리 전 반드시 엔진시동을 끕니다.
2. 복동밸브 레버를 4~5회 작동하여 작업
기와 트랙터의 유압 호스 내부의 잔류
압력을 없앱니다.
3. 커플러 주위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4. 필요시 작업기를 지상으로 내리는 등
외부 하중이 걸리지 않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외부 하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스를 분리하면 차후
작업기를 다시 연결할 때 쉽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경

고

• 유압호스 내부에 잔류압력이 제거되
지 않은 상태, 또는 엔진시동 중인 상
태에서 작업기 유압호스를 연결 또
는 분리하지 마십시오. 연결 및 분리
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리 및
연결 도중 고압의 유압유가 비산되어
눈이나 피부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
니다.

• 작업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보안경
및 작업장갑을 착용하십시오.

5. 트랙터의 암커플러 보스를 뒤로 밀며
수 커플러를 제거합니다.
6. 트랙터의 암커플러 먼지막이 커버를 닫
고 작업기의 수커플러는 비닐 봉지 등
으로 싸서 먼지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
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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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히치 작업기 장착 및 탈거(유니버셜 조인트 연결방법 포함)

H61O608B

(1) 작업기 지지대

(2) 로워링크

1. 작업기를 평지에 놓으십시오.
2. 트랙터를 후진하여 작업기에 근접(약
5cm)시키고 로워링크 높이를 작업기
핀 위치와 나란하게 조정하십시오.
3. 모든 변속 레버를 "중립" 으로 놓으십시
오.

tf4O603b

(1) 체크링크

4. 체크링크 고정핀을 분리하여 체크링크
를 늘이십시오.

중

요

• 작업기 탈부착시 로워링크 볼조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좌/우 체크링크을 충분히 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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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크링크 고정핀

H61O615a

(1) 턴버클
(3) 로워링크
(5) 린치 핀

(2) 리프트 로드(우측)
(4) 작업기 핀

5. 먼저 좌측 로워링크를 작업기 핀에 장
착하고 린치 핀을 구멍 안으로 삽입한
후 작업기 핀을 확실하게 잡아 주기 위
해 링을 돌리십시오.
6. 우측 로워링크를 작업기 핀에 장착하고
린치 핀을 구멍 안으로 삽입한 후 작업
기 핀을 확실하게 잡아 주기 위해 링을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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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히치 작업 및 로더 사용요령

중

6-

요

• 유니버셜 조인트의 선정은 반드시 폐
사의 대리점과 상의하십시오.

• 유니버셜 조인트의 길이 선정시 작업
기가 최고위치일 때 너무 짧아 빠지
거나 최저위치일 때 너무 길어 간섭
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H61O616A-2

(1) 톱링크
(3) 스냅 핀

(2) 톱링크 브라켓
(4) 톱링크 핸들

7. 톱링크를 작업기의 톱링크 구멍에 장착
하십시오. 톱링크의 로크너트를 풀고
필요한 만큼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톱
링크 핸들을 돌리십시오. 세트 핀을 삽
입하기 위해 작업기에 있는 톱링크 구
멍과 톱링크 핀 구멍을 일치시키십시오.
세트 핀을 지지하기 위해 스냅 핀을 세
트 핀 구멍 안으로 확실하게 삽입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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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1O608A

(1) 작업기 지지대

8. 트랙터의 위치제어 레버로 작업기를 들
어 올리십시오. 필요시 작업기 지지대
를 탈거하십시오. 양쪽에 있는 체크체
인의 길이를 조정하여 작업기를 일치시
키십시오. 체크체인에 있는 로크너트를
확실하게 체결하십시오.

• 유니버셜 조인트의 잠금 핀이 PTO
축의 홈에 안착되는지 조인트를 앞
/뒤로 밀어 확인하십시오.

10. 리프트 로드(우측)의 길이를 조정하
여 작업기의 균형을 조정하십시오. 리
프트 로드(우측)의 턴버클 로크너트를
후방으로 확실하게 체결하십시오.

6
5

9. 톱링크의 길이를 조정하여 작업기의 각
도를 조정하십시오. 톱링크 로크너트를
확실하게 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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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히치 작업기의 부착장치 작동

1

T85O139A

2

경

고

• PTO축 구동전 반드시 PTO 안전커버

3

가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PTO축과 유니버셜 조인트축 주변에
간섭되는 물체가 없도록 하십시오.

5

• 절대 회전하는 PTO축 또는 유니버셜

4

조인트축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치명
적인 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Tf4O601c

(1) 톱링크
(2) 리프트로드

TF140(RS650C)-국내향-06.indd 4

4

(3) 체크링크
(4) 로워링크(좌)

(5) 로워링크(우)
(6) 견인드로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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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히치 작업 및 로더 사용요령
톱링크 조정

6-

톱링크 구멍의 사용방법

경

고

• 로워링크로부터 장착장비를 분리하
1
4
2

3
T12O619B

(1) 톱링크
(3) 리테이너 핀

(2) 조정 핀
(4) 톱링크 핸들

1. 원하는 위치에 톱링크를 설치하고 핀과
리테이너핀을 장착하십시오
2. 톱링크 홀 끝단의 고정너트를 푸십시오.
길이를 늘이려면 톱링크 핸들을 시계방
향으로 돌리고 줄이려면 반시계방향으
로 돌리고 난 후 고정 너트로 고정하십
시오.

기 전에 엔진을 멈추고 장착된 장비
를 지면으로 내리십시오. 장착된 장
비가 정확하게 지지되어 있는지, 핀
을 잡고 있는 로워링크를 탈거하기
위해 유압장치내 남아 있는 잔여압력
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잔여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압 조정레버를 앞
/뒤로 여러번 밀어 주십시오.

주

T11O503A

(1) 톱링크

기

• 작업기를 부착하지 않을 때는 로워
링크가 뒷바퀴에 닿지 않도록 좌/우
체크링크에 고정하십시오.

• 톱링크를 고리에 걸어 두십시오.

작업기 부착시는 견인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6
5

• A: 견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작업
• B: 중부하 견인작업
• C: 경부하 견인작업
1. 작업기의 각도는 톱링크의 길이를 줄이
거나 늘여서 원하는 위치로 조정하십시오.
2. 톱링크의 적절한 길이는 사용하는 작업
기의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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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드로우바 및 트레일러

체크링크 조정

주

의

• 폐사의 표준 작업기에는 작업기 장착
요령 명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견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기
부착시(로터리 등)는 톱링크 조립위
치를 "A" 구멍에 장착하십시오.

• 견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기 부착시

(쟁기 등)는 톱링크 조립위치를 "B",
"C" 구멍에 장착하십시오.

• 작업기를 장착하여 이동시에는 톱링

크를 반드시 "A" 구멍 에 장착하거나
드래프트 레버를 최대한 앞쪽(깊게)
으로 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견인 감지장치가 작동되어 승강부의
고장 및 자연낙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tf4O603b

(1) 체크링크

(2) 체크링크 고정핀

1. 체크링크는 작업기의 수평 흔들림과 충
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트랙터 후방의 작업기를 중앙에
오도록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2. 체크링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핀을 빼
고 원하는 만큼 옆으로 움직이는 양이 도
달할 때까지 체크링크를 조정하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6.indd 6

tf4O602c

(1) 드로우바

드로우바는 트레일러 등의 작업기를 견인
할 때 사용됩니다. 트레일러 최대 견인하
중과 히치에 부과할수 있는 최대 수직하
중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최대 트레일러 하중
(트레일러+적재하중)

4,300 kg

히치(드로바) 수직하중

75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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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히치 작업 및 로더 사용요령

주

6-

의

• 트레일러등의 드로우바에 부착하는
작업기를 사용할 때는 견인히치 체결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 트레일러 견인은 "중속2, 고속, 주행"
에서만 작업하십시오.

• "초저속, 저속, 중속1" 에서 트레일러
견인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3,000
kg이하(트레일러 포함)로 작업하십
시오.

H11O682A

M55O117A

(1) 보조체인

6
5

H11O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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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PTO 축 장착

경

고

• 견인작업을 할 때는 필히 드로우바를

사용하고 톱링크 장착대나 안전프레
임등에 연결하여 견인하지 마십시오.
만약, 소홀히 하면 전도에 의한 상해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1

• 트레일러 조립시 반드시 보조체인을
설치하십시오.

• 정확한 위치일지라도

부적절한 드로
우바를 사용하면 후방으로 전복될 수
있습니다.

• 작업기나 견인장비에 과적을 하지 마
십시오. 트랙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형추를 사용하십
시오. 드로우바 에만 무거운 짐을 연
결하십시오.

H11O682A

(1) 유니버설 조인트

C56O140a

(1) 고정 핀

1. 유니버설 조인트 선택시에는 폐사의 대
리점과 상의하십시오.
2. 유니버설 조인트를 선택할 때 가장 높은
위치에서 암수 샤프트가 너무 짧아서 벗
겨지지 않는지 또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암수 샤프트가 너무 길어 충돌하지 않는
지 확인하십시오.
3. 고정 핀이 PTO 축 홈에 적절하게 자리
잡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인트를 앞뒤
로 움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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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6-

고

• PTO 축을 구동하기 전에 PTO 안전
커버가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 PTO축과 유이버설 조인트가 주변부
품들에 의해 간섭되지 않도록 하십시
오.

• 회전하는 PTO 축이나 유니버설 조인
트 축 가까이로 절대 접근하지 마십
시오. 심각한 사고가 일어 날 수 잇습
니다.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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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RS650C
로더 사용요령

(1) 로더 마운팅 브라켓
(2) 붐 실린더
(3) 로더암
(4) 붐
(5) 그릴가드
(6) 버켓 실린더
(7) 버켓

프론트 로더의 장착과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별도의 로더 전용 "사용자
메뉴얼" 을 참조하십시오.

중

요

• 로더나 백호 등 유압관련 부착장치나
작업기를 장착한 후 시운전 전/후에
는 반드시 트랜스미션 오일량을 확인
하고 필요시 보충하십시오.

T11O6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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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오전 9:43:43

3점히치 작업 및 로더 사용요령
경사지에서 운전
적재 버켓 및 후방 부가 웨이트 장착시
비탈길을 올라 갈 때

6- 11

미적재 버켓 및 후방 부가 웨이트 장착시
적재된 버켓과 후방 부가 웨이트를 장착
한 상태에서 경사지를 오를 때는 경사지
의 높은 방향(언덕 위쪽)의 끝을 무겁게 해
서 올라 가십시오. 즉, 올라 갈 때는 전진
주행을 하고 내려올 때는 후진주행을 하
십시오.

경

비탈길을 올라 갈 때

고

부상 사고예방을 위하여:
H11O554A

비탈길을 내려 올 때

• 가능한 한 로더 암을 낮게 해서 올라
가십시오.

H11O556A

비탈길을 내려 올 때

6
5

H11O5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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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RS650C
조이스틱 레버
로더가 장착된 상태에서의 주차
버켓에 적재물이 없고 후방 부가 웨이트
가 장착된 상태에서 경사지를 내려 올 때
는 뒤쪽 밸러스트가 경사지의 높은 방향(언
덕 위쪽)으로 해서 내려 오십시오. 즉, 올
라 갈 때는 후진주행을 하고 내려올 때는
전진주행을 하십시오.
버켓의 적재물 후방 부가 웨이트가 장착
된 상태로 경사지를 오르 내릴 때는 견인
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4륜구동을 사용하
십시오.

M55O625A

tf4O402a

(1) 조이스틱 레버

거친 지형에서는 방해물에 걸리지 않도록
버켓과 부착물을 높게 올려 주십시오.

주

의

• 로더나 백호가 장착된 트랙터를 주차
할 때는 반드시 로더나 백호의 붐을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주차시 안정성이 떨어져 트랙
터가 전복되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

하강 &
롤백

하강

하강 &
덤프

롤백

N

덤프

상승 &
롤백

상승

상승 &
덤프

1
H11O683A

(1) 조이스틱 잠금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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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조이스틱 레버 조작 요령
3. 하강 & 롤백
조이스틱을 좌측 전방의 대각선 방향으
로 작동하면 붐이 하강함과 동시에 버
켓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압회로
내 유압의 불균형에 의해 붐 하강이 선
행된 후 버킷 롤백이 작동되므로 큰 시
간 단축효과는 없습니다.
4. 하강 & 덤프
M51O651A

M51O650A

(1) 조이스틱 레버
(A) 붐 하강

(A) 버켓 뜸

(B) 버켓 버림

(B) 붐 상승

1. 상승 & 하강
조이스틱 레버를 뒤로 밀면(B) 로더의
붐이 상승하고 앞으로 밀면(A) 하강합
니다.

2. 롤백 & 덤프
롤백은 버켓 뜸을 의미하며 조이스틱
레버를 좌측으로 이동(A)합니다. 덤프
는 버켓 버림을 의미하며 조이스틱 레
버를 우측으로 이동(B)합니다.

조이스틱을 우측 전방의 대각선 방향으
로 작동하면 붐이 하강함과 동시에 버
켓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압회
로내 유압의 불균형에 의해 동시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상승 & 롤백

6
5

조이스틱을 좌측 후방의 대각선 방향으
로 작동하면 붐이 상승함과 동시에 버
켓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압회로
내 유압의 불균형에 의해 동시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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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승 & 덤프

경

조이스틱을 우측 후방의 대각선 방향으
로 작동하면 붐이 상승함과 동시에 버
켓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압회
로내 유압의 불균형에 의해 버켓 버림
이 선행된 후 붐상승이 작동되므로 큰
시간 단축효과는 없습니다.
7. 조이스틱 잠금 & 해제
A

고

중

요

• 이동중에 반드시 조이스틱 레버를 잠
그고 이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이스틱 레버가 떨림에 의해 작업기
이탈 등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붐 또는 버켓이 표시대로 작동

• 어떠한 경우도 붐을 지상으로부터 떨

• 로더 관련 유압호스 커풀링을 연결

B

어진 채로 방치하거나 트랙터를 떠나
지 마십시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조이스틱을 잠그십시오.

1

• 레버를 오작동시켜 작업기가 낙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조
이스틱 레버를 잠구어 두십시오.

하지 않으면 버켓을 지면에 내리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 모든 유압을 경
감 시키십시오. 모든 유압 연결부를
재확인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또는 분리하기 전에는 유압호스 내
잔류압을 제거하기 위해 붐을 지상으
로 내린 후 시동을 끄고 조이스틱레
버를 전/후, 좌/우로 수차례 작동하십
시오.

TE1O621A

(1) 조이스틱 잠금 레버
(A) 잠금

(B) 해제

그림과 같이 조이스틱 잠금 레버를 안쪽
으로 누르면 조이스틱이 잠기고 바깥쪽
으로 당기면 조이스틱 잠금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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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 밸브 포트

경

고

포트

• 압력을 받고 있는 디젤연료나 유압오
일이 피부나 눈에 침투되어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누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판지나
널판지를 사용하고 맨손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유압오일이 눈에 들어 가면 즉시 의
사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 트랙터 및 작업기가 작동중일 때에는
유압오일, 튜브 및 퀵 커플러 등의 분
리를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시동 정
지 후에도 레버를 움직여 내부 압력
을 제거하십시오.

방향

기능

E

버켓 상승

F

버켓 하강

G

붐 상승

H

붐 하강

M55O615A

(F) 버켓 하강
(E) 버켓 상승

(H) 로더붐 하강
(G) 로더붐 상승

주

기

• 로더 장착을 위한 호스류 및 커플러

6
5

는 로더와 동봉되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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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주기
일일 점검 차트
정비 스케쥴
정비 코드
항목

점검 내용

엔진오일레벨

점검 후 필요량 만큼 보충, 과보충하지 말 것

유압(미션/앞차축)오일 레벨

점검 후 필요량 만큼 보충

에어클리너 필터와 장치

필터 상태나 새는 곳, 손상 등을 점검, 엘리멘트 청소

엔진냉각장치

라디에이터, 철망, 그릴 청소, 냉각수 레벨 점검 필요 시 부동액 첨가 보충

안전벨트

안전벨트와 연결부 확인 필요시 수리 혹은 교환

타이어

마모, 손상 등을 점검, 지정 규격 여부, 규정 공기압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 점검, 필요 시 대리점에 조정 의뢰

페달청소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 클러치 페달, 발판 주위 청소

일반사항

헐겁거나 파손된 부품, 캐빈 손상부 점검, 계기판 작동, 휠너트, 볼트 체결 상태, 오일누
유, 경고명판 탈락, 손상 점검, 발판메트 상태 점검 교환

PTO

스프라인 상태 점검, PTO 커버가 손상되었거나 분실시 교체

3점링크

각종 체결 핀, 링크, 드로우바 등의 상태 및 작동 확인

로더 (장착시)

장착 구조물의 헐거움이나 파손여부 확인

E
D, E1
S
F, AJ
K

Q, S, AG, AH

7

※ 정비코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코드" 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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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정비 주기 차트
번
호 점검 항목

1

엔진오일 및 엔진 오일
필터

구동 시간

주기
10
교
환

50

100

200

⊙

기계식엔진
전자식 엔진

250

400

구동 연수
600

800 1500 3000 1년마다 2년마다

○

○

○

○

주기참조

L
E

○

점검

정비
코드

2

트랜스 미션 오일 필터

교환

⊙

○

3

HST 오일 필터

교환

⊙

○

트랜스미션 오일

교환

트랜스미션 오일 레벨

점검

앞차축오일

교환

앞차축오일 레벨

점검

6

앞차축 피봇

조정

7

엔진 시동 장치

점검

○

8

그리스 주유

주유

○

P

9

휠 볼트 토오크

점검

○

Q

10

배터리 상태

점검

4

5

점검
11

12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 필터 엘리먼트

TF140(RS650C)-국내향-07.indd 4

청소

M

M

○

D

⊙

N

○

N

⊙

AD

○

*3

○

W
AF

⊙
*1

○

교환

○

교환

○

○

*2

#
#

T
T, A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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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시간

구동 연수

번
호 점검 항목

주기

13

팬벨트, 에어컨 벨트

조정

14

클러치 페달 유격

조정

⊙

○

R

15

브레이크 페달 유격

조정

⊙

○

O

16

라디에이터 호스 클램프

17

라디에이터 그릴 청소

18

파워스티어링 호스오일라인

19 연료라인
20 흡기 에어 호스

10

50

100

200

250

400

600

800

1500 3000 1년마다 2년마다

*3

○

Z

○

교환

G

⊙
○

점검

AA

○

교환

○

점검

#

○

교환

○

점검

정비
코드
V

○

점검

점검

주기참조

○

교환

U
X

*3

21 토우인

조정

22 엔진밸브간극

조정

23 연료 분사 노즐 분사 압력

점검

24 분사펌프

점검

25 냉각장치

청소

○

AJ

냉각수

교환

○

AJ

냉각수 레벨

점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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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7
5

A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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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구동 시간

구동 연수

번
호 점검 항목

주기

27 에어컨필터

교환

28 연료장치

점검

*3

C

29 퓨즈

교환

*3

AN, AP

30 전구

교환

*3

AQ

31 안전벨트

점검

○

32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여부

점검

○

33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

점검

○

34 PTO 축 및 가드 상태

점검

○

35 3점히치 및 드로우바 상태

점검

○

36 핀 체결 상태

점검

○

10

50

100

200

250

400

600

800

1500 3000 1년마다 2년마다

주기참조

정비
코드

○

K

중

요

• ⊙표시의 작업은 운전 후 첫 10시간 또는 50시간에 실시하여 주십시오.
＊1. 에어클리너는 통상조건에서 보다 먼지가 많은 조건에서는 더 자주 청소하여 주십시오.
＊2. 매년 또는 5회 이상 청소시 교체하여 주십시오.

＊3. 필요시에만 교체하여 주십시오.

• 상기(#표시)에서 언급된 항목은 미국 EPA 비포장도로 배기가스 법규에서 폐사의 배기가스 관련 주요부품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엔진 소유자로서 상기지침에 따라 엔진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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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사양
심각한 장비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사의 순정품 연료, 오일 및 그리스 또는 상당품만 사용하십시오.
용량 (L)
번호

항목

사용 오일
RS650C

1

연료

125

초저유황 경유(황 함유량 15 ppm 이하)

2

냉각수

9.5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 맑은 물 (50:50)

3

엔진 오일

9.5 (필터포함 10.2)

오일 규격 : API CJ급 이상
오일 점도 : SAE 10W30, 10W40, 15W40

4

트랜스미션 오일

52

DAEDONG : UTF55

5

앞차축 오일

8.5

SAE90급 이상 또는 TM 오일과 동일

6

적용 그리스
• 앞차축 지지대
• 브레이크 페달
• 브레이크 레버
• 톱 링크 홀더
• 컨트롤 레버

SAE 다목적용 그리스

약간

7
5
경

고

• 정기적으로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운행하기 전에 오일량을 보충하십시오.
• 항상 트랙터를 평탄한 장소에서 오일을 보충하고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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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50C

정비코드
본넷트 여는 방법(A)

연료 점검 및 보충(C)

T11O730A

(1) 본넷트
(A) 당김

(2) 오픈 손잡이
(B) 들어 올림

1. 본넷트는 앞쪽을 누르면서 본넷트의 우
측 아래에 위치한 손잡이를 앞으로 당
기면 앞부분이 열립니다.
2. 본넷트를 닫기 위해서는 본넷트가 원위
치로 고정될 때까지 본넷트의 앞쪽을
아래로 누르십시오.
3. 고정하기 위해서 본넷트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본넷트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M55O753A

(1) 본넷트

T11O701A

(1) 연료탱크 캡

주

의

• 엔진이 구동중일 때는 절대로 본넷트
를 열지 마십시오.

• 본넷트를 열 때는 기대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에어실린더 압력에 의해
갑자기 열려 다칠 수 있습니다.

주

연료탱크는 본체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연료는 항상 깨끗한 고품질의 디젤(경유)
을 사용하십시오.
연료탱크 용량
125 L

기

• 운행중에 본넷트에서 잡음이 발생되
면 고무 몰딩을 점검하고 손상시에는
교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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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션 오일레벨 점검(D)
1. 시동 스위치를 "ON" 으로 돌리고 연료
게이지로 연료의 량을 점검하십시오.
2. 연료게이지의 지침이 E(적색) 표시에
근접되어 있거나 연료가 적으면 연료탱
크 캡을 열고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3. 연료보충이 끝나면 연료탱크 캡을 닫아
주십시오.

주

의

인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 연료보충시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연료를 주입하
십시오.

• 연료보충시 엔진이 정지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먼지나 모래가 연료에 유입되면 연료
분사펌프가 고장날 수 있으므로 연료
보충시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7.indd 9

중

요

• 연료장치내에 먼지나 쓰레기가 유입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연료탱크가 비워지지 않도록 유의하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연료장치내
공기가 유입되어 차기 엔진시동시 공
기빼기를 해야 합니다.

• 보충시 연료가 엎질러지지 않도록 하
십시오. 만일, 엎질러졌을 경우 즉시
닦지 않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
니다.

• 연료탱크내 응축(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과 후 주차 전에 연료를 보
충하십시오.

• 장기간 보관 후 겨울철 사용시에는
동절기용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T11O702A

(1) 오일 게이지 및 주입구
(A) 오일량은 이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트랙터를 평탄한 지면에 세우고 작업기
를 내리십시오.
2. 주차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3. 모든 기어변속을 중립에 놓으십시오.

7
5

4. 엔진을 정지 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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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RS650C
엔진 오일레벨 점검(E)

T11O725A

(1) 오일게이지
(A) 하한

(B) 상한

5. 오일게이지를 뽑아 깨끗이 닦은 후 다
시 제자리로 끝까지 밀어 넣었다가 빼
내어 허용범위 내에 오일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6. 오일량이 부족하면 새로운 오일을 허용
범위 안에 들어 오도록 채우십시오.

(1) 오일게이지
(A) 오일량은 이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오일게이지
(A) 하한

1. 엔진오일을 매일 점검하십시오.

4. 오일게이지를 뽑아 깨끗이 닦은 후 다
시 제자리로 끝까지 밀어 넣었다가 빼
내어 허용범위내에 오일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트랙터를 평탄한 지면에 세우고 작업기
를 내리십시오.
3. 엔진이 가동되었다면 오일레벨 점검전
에 약 5분정도 기다리십시오.

주
중

요

• 만약, 오일량이 하한선으로 내려가면
엔진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T11O771A

T12O701A

(B) 상한

5. 오일량이 부족하면 새로운 오일을 허용
범위 안에 들어 오도록 보충하십시오.

의

인체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 오일량 확인 전에 엔진을 끄십시오.

• 상한선 이상 오일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7.ind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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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냉각수 레벨 점검(F)

중

7- 11

라디에이터 그릴 및 철망 청소(G)

요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일과 다른
제품이나 다른 점도의 오일을 사용할
경우 이전의 오일은 전부 제거하십시
오. 절대로 두 종류의 오일을 혼용하
지 마십시오.

• 오일량이 적으면 엔진을 시동하지 마
십시오.

• 오일게이지를 닦을 때에는 반드시 깨
끗한 천이나 휴지로 닦으십시오.이물
질이 들어가면 엔진고장의 원인이 됩
니다.

• 오일 주입시 상한선 이상으로 보충하
지 마십시오.

T12O702A

(1) 냉각수 보조탱크
(A) FULL(가득)

T12O703A

(1) 라디에이터 철망

(2) 나비 볼트

(B) LOW(부족)

1. 냉각수 보조탱크의 캡을 열고 냉각수
레벨이 냉각수 보조탱크의 표시 "FULL"
과 "LOW"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냉각수가 부족하여 보충할 때는 "FULL"
레벨까지만 물을 보충하십시오. 누수의
경우에는 특정한 혼합 비율로 섞인 부
동액과 물을 "FULL" 레벨까지 보충하
십시오. (2년마다의 정비정검편에 있는
"냉각장치 세척 및 냉각수 교환" 을 참
고하십시오)

1. 라디에이터 그릴과 철망에 이물질이 없
는지 확인하십시오.
2. 나비 볼트를 풀고 이물질이 있으면 철
망을 분해하여 모두 제거하십시오.

주

7
5

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 철망분해 전에 엔진을 끄십시오.

3. 트랙터 출고시는 부동액과 물의 혼합비
율이 50:50으로 혼합되어 있는 사계절
용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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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 RS650C
게이지, 미터기 및 표시등의 점검(I)

중

요

• 본넷트 그릴과 철망은 엔진과열을 방
지하고 에어클리너로 충분한 공기를
공급해야 하므로 이물질은 반드시 청
소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점검(H)
1.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은 자유유격 상
태에서 점검해야 하며 작동이 원활해야
합니다.
2. 유격이 허용범위 이외일 때는 페달을 조
정하십시오. (정비점검 편에 있는 "클러
치 페달 조정과 브레이크 페달 조정" 을
참조하십시오)

주

기

엔진 오일교환 및 필터교환(L)

1. 게이지, 미터기 및 표시등이 파손되었
는지 계기판을 점검하십시오.
2. 파손 되었다면 교환하십시오.

전조등, 비상등, 기타 등의 점검(J)
1. 전구나 렌즈가 파손되었는지 점검하십
시오.
2. 파손 되었다면 교환하십시오.

안전벨트 및 캐빈의 점검(K)

T12O704A

(1) 오일 게이지
(2) 주입구
(A) 오일량은 이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트랙터를 평탄한 곳에 주차시킨 후 엔
진시동을 걸어 워밍업을 시키십시오.

1. 항상 트랙터 작동 전에 기대에 부착된 안
전벨트와 캐빈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 손상 되었으면 교체하십시오.

• 브레이크 페달은 밟았을 때 양쪽 페
달이 동일한 량으로 하강되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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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동모터를 약 10초간 회전시켜 엔진
의 각부에 오일을 퍼지도록 하십시오.
9. 약 5분간 엔진을 운전한 후 오일 경고
등을 통해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엔진을 정지합니다. (엔진 운전중에 오
일 경고등이 꺼져 있으면 정상입니다)
10. 다시 오일게이지로 유면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추가 보충하십시오.
M55O761A

(1) 배유 플러그

T11O762A

2.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긴 후
배유 플러그를 탈거하십시오.

4. 엔진오일이 쉽게 배유되도록 오일 주입
구를 여십시오.

3. 사용된 오일을 배유하기 위해 엔진바닥
에 오일 팬을 설치하고 배유 플러그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오일을 완전히 배
유시키십시오. (사용된 오일은 따뜻할

5. 엔진 우측의 연료필터 하부에 있는 오
일필터를 탈거하십시오.

때 배유하면 깨끗이 배유시킬 수 있습
니다)

7. 엔진오일을 규정량까지 보충하고 오일
필터를 규정된 토오크로 조여 주십시오.

6. 새 필터의 O-링에 오일을 엷게 바른후
손으로 확실하게 조여 주십시오.

오일량
9.5 L (필터포함 10.2 L)

TF140(RS650C)-국내향-07.indd 13

경

고

• 엔진시동이 걸린 상태나 엔진시동을

(1) 엔진오일 필터

끈 직후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화상
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오일교환 등의 작업시 피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엔진오일이 눈
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7
5

• 엔진오일의 계속적인 접촉은 피부질
환 및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
로 작업 후에는 즉시 비눗물로 씻어
주십시오.

• 폐 엔진오일이 어린이 손에 닿지 않
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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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RS650C
트랜스미션 오일 및 필터교환(M)

주

의

인체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 오일 및 필터교환 전에 반드시 엔진
을 끄십시오.

• 엔진 오일량은 반드시 매 운행 전에
점검하십시오. 엔진오일의 부족은 엔
진손상의 원인이 되며 그러한 손상의
경우 보증수리 되지 않습니다. 오일
게이지의 하한선 이하로 되면 반드시
보충하십시오.

•

교환된 폐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를
하수도 등 기타장소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법에 의거 법적 제재조치를 받습
니다.

중

요

• 엔진의 원활한 작동과 내구성을 위해
반드시 폐사의 순정 엔진오일 및 오
일필터를 사용하십시오.

(1) 유압필터

(1) 배유 플러그

트랜스미션 오일이 오염되었거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환해야 합니다.
트랜스미션 오일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오일 필터도 교환해야 합니다.

3. 사용한 오일을 배유하기 위해 트랜스미
션 케이스 바닥에 오일팬을 설치하고
배유 플러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오일을 완전히 배유 시키십시오.

단, 초기 50시간에는 오일을 교환하지 말
고 필터만 교환하십시오.

이때 배유가 느리거나 힘들 경우에는
톱링크 브라켓 좌측 유압 실린더 측면

1. 트랙터를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엔진
시동을 걸어 워밍업을 시키십시오.

에 있는 플러그를 풀고 배유하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긴 후
배유 플러그를 탈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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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O747A

T11O763A

4. 필터 렌치를 사용하여 트랙터 우측 후
방부에 장착되어 있는 오일필터를 푸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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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S형

오일량
52 L

9. 트랜스미션 오일이 씰을 통해 누유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의

인체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T11O702A

(1) 오일 게이지 및 주입구
(A) 오일량은 이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오일 및 필터 교환 전에 반드시 엔진
• 오일을 충분히 냉각해 주십시오. 오

7. 신품 필터를 조립한 후에 몇 분동안 엔
진을 가동하고 정지하십시오.
8. 오일량을 다시 점검하고 규정된 오일량
에 맞도록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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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빼기 호스

일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5. 새로운 필터의 O-링에 깨끗한 오일을
얇게 바르십시오.
6. 필터를 조립면에 접촉할 때까지 확실하
게 조이십시오. 필터를 조인 후 손으로
절반쯤 더 돌리십시오.

T11O764A

을 끄십시오.

중
중

•

요

유압장치의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폐사의 순정필터를 사용하십시오.

• 트랜스미션 오일을 교환한 후에 바로

요

• 오일 주입시는 유압실린더 상부에 있

는 공기빼기 호스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호스가 막혀있으면 오일 주입
시 오일이 넘칠 수 있습니다.

7
5

트랙터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트랜스
미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몇 분간
중간속도로 엔진을 공회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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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6 RS650C
앞차축 오일 레벨 점검(N1)

앞차축 케이스 오일교환(N)

중

요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일과 다른
제품이나 다른 점도의 오일을 사용할
경우 이전의 오일은 전부 제거하십시
오. 절대로 두 종류의 오일을 혼용하
지 마십시오.

• 오일게이지를 닦을 때에는 반드시 깨끗
한 천이나 휴지로 닦으십시오.

TE6O706A

(1) 오일 주입구
(2) 오일 점검창 볼트

• 오일 주입시 상한선 이상으로 보충하
지 마십시오.

1. 트랙터를 평탄한 지면에 세우고 작업기
를 내리십시오.
2. 주차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3. 모든 기어변속을 중립에 놓으십시오.
4. 엔진을 정지 시키십시오.
5. 오일 점검창 볼트를 제거하고 오일이
적당량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 오일량이 너무 적으면 새로운 오일을 허용
범위 안에 들어 오도록 채우십시오.(정비점
검편에 있는 "윤활관계"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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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6O715A

(1) 급유구 및 오일게이지

(2) 배유 플러그

1. 앞차축 케이스(좌/우)와 앞차축 지지의
배유 플러그, 급유 플러그를 풀고 오일
을 배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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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페달 조정(R)
2. 오일을 배유후 배유 플러그를 다시 조
여주십시오.
3. 앞차축 우측의 오일게이지(주유구)를
분해하십시오.

TE6O716A

(1) 검유 플러그

(1) 브레이크 페달
(A) 자유유격

4. 새로운 오일을 오일 검유구의 적정높이
까지 보충하십시오.(정비점검편의 "윤
활관계" 를 참조하십시오)
5. 보충 후 오일게이지를 다시 조여주십시오.

브레이크 페달을 장시간 사용하면 유격이
발생합니다. 유격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져 제동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15분 후 오일게이지 오일레벨을 재점
검하고 부족시 보충하십시오.

브레이크 페달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앞차축 오일 용량
8.5 L

TF140(RS650C)-국내향-07.indd 17

M55O7B6A

7
5

1. 주차브레이크를 해제십시오.
2. 저항이 느껴질 때 까지 우측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고 최상단에서 자유유격
을 측정하십시오.

2020-06-02 오전 9:25:22

7- 18 RS650C

적절한 브레이크 페달 자유유격(A)
15 ~ 30 mm

주

의

• 브레이크 폐달 확인 전에 엔진을 끄
고 바퀴에 고임목으로 고여주십시오.

• 자유유격이 좌/우측 페달이 똑같이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M55O7e1A

(1) 고정 너트

(2) 턴 버클

3. 조정할 때 고정너트를 풀고 턴버클을
돌려 로드 길이를 원하는 허용범위까지
조정하십시오.
4. 조정 후에 고정너트를 완전히 체결하십
시오.
5. 좌측 브레이크 페달도 동일한 절차로
반복하고 유격을 측정하십시오.
6. 브레이크 페달을 검사 또는 조정한 후에
는 브레이크 페달을 함께 연결하십시오.

TF140(RS650C)-국내향-07.ind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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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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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니플 윤활(P)
매 50시간 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아래 그림의 위치에 고품질의 다목적용 그리스를 주입하고 주입시 마다 작동시간을 기록하십시오.

M55O770A
TE6O719A

Tf4O701A

(1) 그리스니플(앞 브라켓)

(1) 그리스주유구(베벨 기어 케이스 좌, 우)

(1) 유압실린더(상, 하)

(2) 톱링크(상, 하)

7
5

T11O709A

T11O708A

(1) 브레이크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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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레이크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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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 RS650C
휠 볼트/너트 토오크 점검(Q)

클러치 페달 조정(R)

주

의

인체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 림, 휠, 차축이 풀려진 상태에서 절대
로 트랙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항상 볼트와 너트는 규정된 토오크로
풀고 죄어야 합니다.

• 모든 볼트와 너트는 자주 확인하고
확실히 체결하십시오.

T11O710A

(1) 전륜 볼트 및 너트

(2) 후륜 볼트 및 너트

휠 볼트와 너트는 특히 새 트랙터의 경우
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만약, 풀
려져 있으면 다음 기준으로 체결하십시오.
구분

체결 토오크

전륜

볼트/너트

20~23 kg·m

후륜

볼트/너트

28~32.5 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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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5O7C9A

(1) 브레이크 페달
(3) 고정너트

(2) 클러치 케이블
(A) 자유유격

2020-06-02 오전 9:25:24

정비점검

7- 21

에어클리너 필터 청소 및 교환(T)
1. 클러치에 유격이 많아 클러치 작동에
이상에 있을 대에는 주기적으로 유격을
조정하십시오.

4. 필터 교환방법에 대해서는 1년마다 "에
어클리너 필터교환" 을 참조하십시오.
필터를 청소할 때는 필터 내부에 깨끗하
고 건조한 압축공기만 사용하십시오. 노
즐에서 공기압력은 2 kgf/cm2을 초과해서
는 안됩니다. 노즐과 필터 사이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2. 유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고정 너트를
풀고 클러치 케이블을 조정하십시오.
케이블 조정시 케이블이 자연스럽게 연
결되도록 주의 하십시오.
3. 정확하게 유격을 조정한 후에는 고정
너트를 확실하게 체결하십시오
클러치 페달 자유유격(A)
페달 위에서 20 ~ 30 mm

경

고

• 클러치 케이블이 급격하게 꺽힌상태
작업을 반복하면 케이블 절손으로 인
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
T12O705A

(1) 필터
(3) 배출밸브

(2) 더스트 캡

1. 에어클리너는 건식 필터를 사용하고 있
어 절대로 오일로 도포하지 마십시오.
2. 더스트 캡의 중간보다 더 먼지가 쌓이
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스트 캡을 분해
하고 먼지를 닦아내고 필터를 1주일에
한번 정상적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러나
특히 먼지가 많은 작업조건에서는 일상
점검을 하십시오.
3. 청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필
터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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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에어클리너는 정확하고 정규적으로
유지보수 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를 제대로
유지보수 하지 않으면 출력이 저하되
고 과다한 연료소모와 엔진수명이 단
축됩니다.

• 필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엔진을 회전
하지 마십시오.

7
5

• 반드시 커버는 화살표

(커버 후방
에 위치)가 위쪽으로 가도록 조립하
십시오. 만약, 커버가 부적절하게 조
립되면 배출밸브는 기능을 할 수 없
으며 먼지가 필터에 부착될 수 있습
니다. (1년마다 정비점검편의 "에어
클리너 필터교환" 을 참조하십시오)

2020-06-02 오전 9:25:25

7- 22 RS650C
연료필터 수분제거(U)

연료 필터 교환(V)

배출밸브
통상조건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먼지가 많
은 곳에서는 매일 배출밸브를 열어 먼지
나 이물질들을 제거하십시오.

1. 연료필터 표면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2. 연료필터 아래에 있는 플러그를 플어
연료을 배출시키십시오.
3. 연료필터를 분리 하십시오.

3

4.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신
품 연료필터로 교환하십시오.

1

주

2
T12O706b

(1) 연료필터
(3) 연료히터

(2) 배유 플러그

기

• 연료 필터 상단부에는 겨울철 냉시동
성의 개선을 위한 연료 히터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1. 연료에 포함된 수분과 먼지는 필터 안
에 쌓이게 됩니다. 연료필터 아래 플러
그를 풀고서 배수해 주십시오.
2. 배수 후 손으로 죄어 주십시오.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엔진을 시동하고 연료가 누유 되지 않
는지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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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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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치 공기빼기(AK)

주

의

• 시동모터는 5초 이상 연속 구동하지
1

말고 5초 이내로 여러 번 나누어서 구
동하십시오.

2

주

기

• 연료 포트 조립 전에 포트에 연료를
T12O757B

(1) 가동펌프

(2) 에어플러그

채우면 공기 빼기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공기 빼기볼트에서 연료가 보이면 볼트
를 재 조임 후 시동을 건다.

중

요

촉매 필터의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반드시 정품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준수하십시오.
• 엔진 오일량의 수시 점검 및 규정량
을 유지하십시오.

•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십시오.
• 절대 주행중에 시동을 끄지마십시오.
• 내리막길에서 변속 레버를 중립에 놓
지 마십시오.

1. 먼저 연료통에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한다.

• 엔진 오일 및 연료첨가제를 사용하지

2. 프리 및 메인 필터 내에 공기가 들어 있
는 경우 상기 그림의 공기 빼기볼트(2)
를 푼 후 시동키를 돌려 시동 모터를 구
동한다. 그러면, 상기 그림의 공기 빼기

• 경고등 점등 시장기간 운행하지 마십

볼트를 통해 연료필터내의 공기가 배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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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십시오.
시오.

7
5

• 주차시 촉매 필터에 마른 잔디 및 휴
지 등의 인화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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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4 RS650C
연료라인 점검(U)

주

3. 그러나 연료 파이프와 체결 밴드가 2년
보다 더 일찍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
지면 즉시 교환하십시오.

의

• 엔진이 뜨거울 때에는 연료장치 공기
빼기를 하지 마십시오.

중

•

요

1

공기빼기가 끝나면 공기방울이 포함
되지 않는 연료는 연료필터에 의해
여과되어 연료분사 펌프로 이송됩니
다. 연료가 비워지기 전에 연료 탱크
를 보충해 주십시오. 디젤장치에서
연료가 소진이 되면 연료탱크 보충
후에 연료장치로부터 공기빼기를 해
야합니다.

주

기

• 공기빼기를 하고 나서도 시동이 걸리
지 않을때는 가까운 당사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연료 파이프와 체결 밴드를 교환한 후
에 연료장치내에 공기빼기를 하십시오.

2

경

T12O707b

(1) 연료 파이프

(2) 연료호스 클램프

연료 파이프 연결부를 100시간 마다 정비
할 것을 추천하지만 운전이 6개월에 10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6개월 마다 정
비를 해야 합니다.
1. 체결 밴드가 이완이 되었으면 나사산에
윤활제를 가볍게 바르고 밴드를 단단하
게 체결하십시오.
2. 연료 파이프는 고무로 만들어졌기 때문
에 정비주기에 관계없이 노화됩니다.
연료 파이프는 2년 마다 체결 밴드와 함
께 교환하고 단단하게 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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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상기에서 언급된 사항을 점검하고 교
환할 때에는 엔진을 끄십시오.
• 연료 파이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
십시오. 연료 파이프는 마모 및 노후될
수 있어 연료가 가동 엔진으로 부터 흘
러 나와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

요

• 연료 파이프를 교환하기 위해 분리할

때는 주입구로 먼지나 오물이 들어가
지 않도록 깨끗한 천이나 종이로 연
료 파이프 양쪽 끝을 막아 주십시오.
먼지나 오물이 들어가면 연료 분사펌
프에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료펌프 내에 먼지가 유
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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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팬 벨트 장력조정(S)

7- 25

배터리(W)
사용상 유의사항
적절한 팬 장력(A)
벨트장력은 벨트전장의 중간 쯤에서
눌렀을 때 7 ~ 9 mm

1

4. 장력이 부족하면 알터네이터 고정용 볼
트를 풀고 알터네이터와 엔진 블록 사
이에 레버를 사용하여 벨트의 장력이
허용범위가 될 때 까지 알터네이터를
밖으로 미십시오.
T11O713A

(1) 조정 볼트
(A) 벨트 장력조정

(B) 당김

팬 벨트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벨
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벨트 장력
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벨트 장력
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주십
시오.
2. 본넷트를 열어 주십시오.
3. 크랭크축 풀리와 발전기 풀리사이의 벨
트(A)부를 엄지로 눌러 장력을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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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팬 벨트가 손상되었으면 교환하십시오.

주

의

T12O758A

(1) 배터리

인체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 벨트장력 조정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십시오.

배터리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배터
리 수명이 짧아지고 트랙터 유지보수 비
용이 증대됩니다. 만약, 배터리가 약하면
엔진시동이 어려우며 또한 전조등이 희미
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5

1. 배터리 케이블은 항상 깨끗하고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터리나 사
용된 배터리를 장착할 때 배터리 단자
와 케이블 끝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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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점검
2. 배터리나 케이블의 손상 및 부식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경

고

• 배터리는 폭발성 수소가스를 배출하

3. 배터리 단자 및 케이블 끝에 부식을 방
지하기 위해 그리스를 바르십시오.

므로 담배나 불꽃 등을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스파크가 심할 경우 폭발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액은 유독성, 부식성이 강한
T12O759B

(1) 배터리

(2) 점검창

배터리 점검창을 수시로 확인하여 배터리
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주십시오.
점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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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상태

청색

배터리 충전 정상

흑색

배터리 방전 즉시충전

백색

배터리 교환

묽은 황산용액이므로 신체나 차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만일,
피부에 배터리액이 묻었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닦아내고 의사
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 배터리 작업을 할 때에는 보안경을
쓰십시오. 배터리액이 눈에 튀어 상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규정된 전압의 배터리를 사용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의 위
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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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배터리 스위치

주
1

• 엔진 정지 후 약 2분간 기다렸다가 배
터리 스위치를 "OFF"하거나 배터리
단자를 제거하십시오.

A
B

C

T12O714A

(1) 배터리 스위치
(A) 전원차단(OFF)
(C) 손잡이 탈거

(B) 전원공급(ON)

배터리 스위치를 "OFF"하면 전원이 차단
되고 "ON"하면 전원이 공급됩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OFF"위치에 두십시오.
장기 보관 시에는 손잡이 탈거 위치로 돌
려서 손잡이를 탈거 하여 안전한 곳에 보
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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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엔진 정지 후 요소수 회수 기능 및
ECU, DCU의 전원이 약 2분간 공급
되므로 이후 배터리 분리 작업을 하
시기 바랍니다.

충전방법
1. 배터리는 천천히 충전해야 하며 배터
리 (+)단자를 충전기의 (+)단자에 연결
하고 (-)단자를 (-)단자로 연결하고 표준
형태로 재충전하십시오.
2. 급속 충전은 긴급시에만 하십시오. 짧
은 시간에 높은 비율로 배터리를 부분
적으로 충전하는 것이므로 급속충전 배
터리가 장착된 경우에만 충전하십시오.
급속충전을 실패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3. 배터리가 방전되어 신품 배터리로 교환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용량의 배
터리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타입 (전압)
100AH (12V)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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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 에어라인 점검(X)

주

의

보관시

• 주행중 계기판에 충전경고등이 점등

1. 장기간 트랙터를 보관할 때는 배터리를
트랙터로부터 분리하여 햇빛이 직접적
으로 비추지 않는 건조한 곳에 저장하
십시오.

• 배터리는 항상 완전 충전된 상태로

2. 배터리는 보관되는 동안에도 자연방전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3
개월에 한 번, 추운 계절에는 6개월에
한번 재충전하십시오.

되면 충전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이므
로 신속하게 폐사의 정비공장으로 문
의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특히, 한냉시 배터리
의 비중이 낮으면 배터리가 얼어 파
손 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얼었을 경우에는 엔진시동
을 걸지 말고 배터리를 먼저 녹이십
시오.

• 배터리의 장착이 불완전하면 주행중
의 진동으로 케이스와 극판을 손상시
킵니다. 배터리 코드의 단자와 접속
부 둘레에 그리스를 도포하면 산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절대로 배터리의 (+), (-) 단자에 철봉
등을 교차시켜 배터리 충전을 확인하
지 마십시오. 충전상태를 확인할 때
는 전압계 또는 비중계를 사용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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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T12O708A

(1) 에어라인 호스
(3) 에어 덕트

(2) 호스 밴드

1. 호스 클램프가 호스에서 이완되었다면
클램프를 확실하게 체결해 주십시오.
2. 손상이 발견된 경우 호스와 클램프를
즉시 교환하십시오.
3. 다음 구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

간

에어클리너-흡기매니폴드

점검사항
클램프 이완 및
호스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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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토우인 조정(Y)
조정절차

라디에이터 호스와 클램프 점검(Z)
재조정방법

TE1O723A

T46OA36A

(1) 타이로드 고정 너트

1. 트랙터를 평탄한 지면에 주차하십시오.

1. 측정치수가 부정확하면 타이로드 고정
너트를 풀고 타이로드 홈 부위를 스패
너로 돌려가며 정확한 측정값이 구해질
때까지 타이로드를 돌려주십시오.

라디에이터 호스의 체결상태와 손상여부
를 점검하고 매 200시간 마다 또는 6개월
마다 먼저 발생하는 조건에서 적절히 조
여 주십시오.

2. 타이로드가 조정된 이후에 토우인 값을
다시 측정하십시오.

1. 호스 클램프가 풀려지거나 호스로부터
누수가 되면 클램프를 죄어 주십시오.

3. 필요시 재조정하십시오.

2. 라디에이터 호스가 부풀어 오르거나 딱

2. 앞바퀴가 정확하게 앞을 향하도록 핸들
을 돌리십시오.
3. 작업기를 내리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긴
후 시동을 끄십시오.
4. 앞바퀴 전방의 폭(중앙)을 측정하십시
오. 높이는 허브높이 정도입니다
5. 앞바퀴 후방의 폭을 측정하십시오. 높
이는 허브높이 정도입니다.
6. 전방의 거리가 후방의 거리보다 2~8 mm
짧아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타이로드
의 조인트 길이를 조정하십시오.

(2) 타이로드

M55O783A

(A) 앞바퀴 앞쪽센터 간의 거리
(B) 앞바퀴 뒤쪽센터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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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램프

(2) 라디에이터 호스

7
5

딱해지거나 균열이 일어나거나 기타 손
상이 있을 때는 호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라디에이터 호스는 2년주기로 교체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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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스티어링 라인(AA)

에어컨 벨트 장력 조정(AB)

과열 예방책
냉각수 온도가 비등점에 가깝거나 과열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1. 안전한 장소에서 트랙터 운전을 멈추고
엔진을 무부하 공회전상태로 유지하십
시오.
2. 엔진을 갑자기 끄지 말고 5분 정도 무
부하 공회전 후에 끄십시오.
3. 10분 정도 또는 증기가 배출되는 동안
에는 트랙터로부터 떨어지십시오.
4. 연소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명서에
따라 과열의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8
장의 "고장원인 및 대책" 편을 참조하고
나서 엔진시동을 거십시오)

t11O765A

(1) 파워스티어링 오일 라인

(2) 오일 쿨러 라인

T11O718A

(1) 에어컨 벨트
(A) 에어컨 벨트 장력
(C) 조정 너트

(B) 고정 너트
(D) 풀림방지 너트

1. 모든 유압라인의 호스 클램프가 체결되
고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1. 엔진을 멈추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주
십시오.

2.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호스나 클램프를
교환하십시오.

2. 너트 (B), (D)를 풀고 벨트 중간 부분을
10 kg/f으로 눌러 벨트 장력을 규정치
이내에 들도록 너트 C로 조정한 후 너
트 (B), (D)를 고정하십시오.
에어컨 벨트 장력 (A)
벨트 중간부분을 눌렀을 때 10~12mm

3. 손상된 벨트는 교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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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콘덴서 청소(AC)

주

7- 31

앞차축 롤링조정(AD)

의

• 에어컨 벨트를 점검하기 전에 엔진을
멈추십시오.

TE1O728A

T12O709A

(1) 철망
(3) 오일쿨러

(2) 콘덴서

(2) 고정 너트

1. 본넷트 오른손잡이를 앞으로 당겨 본넷
트를 열어 주십시오.

앞차축 롤링조정이 부정확하면 앞차축 진
동이 핸들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나비 볼트를 풀어 철망을 우측으로 당
겨 탈거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오일 쿨
러를 탈거하고 콘덴서를 청소하십시오.

조정절차

주

의

• 점검 전에 엔진을 정지 하십시오. 에
어컨 콘덴서가 이물질로 막혔을 경우
에는 부드러운 솔이나 물을 묻힌 천
으로 닦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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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 볼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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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브라켓 고정너트를 풀어 조정볼트를
규정토크내로 체결 후 고정너트를 규정토
크로 체결합니다.
조정 볼트/너트 체결토크
볼트

1.0 ~ 1.15 kgf·m

너트

10 ~ 15 kg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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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RS650C
엔진밸브 간격조정(AE)

에어클리너 필터 교환(AF)
3. 에어클리너 하우징 내부를 깨끗이 청소
하십시오.

본 정비는 엔진성능에 민감한 반응을 보
일수 있으므로 폐사의 대리점에 문의하십
시오.

4. 필터를 교환하고 하우징 손상여부를 점
검하십시오.
5. 커버를 부착하고 클립으로 고정하십시
오.

주
T11O711A

(1) 필터
(3) 배출밸브

(2) 더스트 캡

에어클리너 필터의 상태가 불량하면 엔진
수명이 단축되고 과다한 매연발생과 엔진
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터
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운행조건에 따
라 교환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교환하십시오.
1. 본넷트를 열고 흡기호스와 에어클리너
하우징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십시오.

기

• 커버 부착시 먼지 배출밸브가 반드시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조립되어야 합
니다.

주

의

• 필터는 순정품을 사용하십시오. 유사
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엔진내부 및
센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커버를 확실히 체결하여 먼지가 유입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필터 탈거시 공기흡입구에 먼지나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에어클리너 클립을 풀고 커버를 분리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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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호스 점검(AG)

외부 에어필터 교환(AI)

7- 33

냉각장치 세척 및 냉각수 교환(AJ)

링케이지와 에어컨 호스의 손상을 점검하
십시오.
캐빈 쿠션 고무 점검(AH)
캐빈 쿠션 고무의 손상을 점검하십시오.

T11O733A

(1) 볼트

(2) 필터

1. 캐빈 지붕 좌/우측의 볼트를 풀고 커버
를 분해한 후 필터를 분리하여 교환하
십시오.

T11O720Aa

(1) 배수 플러그

1. 트랙터를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고 엔진
을 정지시킨 후 냉각 시키십시오.
2. 냉각수를 배수 시키기 위해 라디에이터
배수 플러그를 풀고 라디에이터 캡을 1
단만 돌려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을 완
전 제거 후 탈거하십시오.

7
5

3. 모든 냉각수가 배수된 후 배수 플러그
를 조이십시오.
4. 깨끗한 물과 부동액을 보충하십시오.
5. 라디에이터 캡을 확실히 닫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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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4 RS650C

중

냉각수 용량

요

•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엔진을 시

9.5 L

동하지 마십시오.

주

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냉각수가 뜨거울 때는 라디에이터 캡
T11O704A

(1) 냉각수 보조탱크
(A) FULL(가득)

(B) LOW(부족)

6. 냉각수를 보조 물탱크를 통해 "FULL"
표시까지 채우십시오.
7. 엔진을 시동하여 몇분간 공회전하십시
오.
8. 엔진을 끄고 냉각 시키십시오.
9. 보조 물탱크의 냉각수량을 점검하고 필
요시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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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지 마십시오. 고온의 증기가 분
출되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충
분히 식은 후에 여십시오.

• 충분히 식은 후에도 캡을 완전히 열
기 전에 첫번째의 정지위치로 돌리고
압력이 내려갈 때 까지 충분히 기다
리십시오.

• 라디에이터와 보조 물탱크를 채울 때
는 깨끗한 물과 부동액을 사용하십시
오.

• 부동액을 물과 혼합할 때 부동액 비
율은 50%이하가 되도록 하십시오.

• 라디에이터 캡을 조립하십시오. 캡이
풀어졌거나 부적절하게 조립하면 누
수 및 엔진 과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 라디에이터 캡을 분해시 상기와 같이
주의하여 캡을 정확하게 조립하십시
오.

• 깨끗한 물과 부동액을 보조탱크에 채
우십시오.

• 냉각수가 누수되면 폐사의 정비공장
이나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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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부동액(AS)

7- 35

클러치 하우징내 물빼기(AL)

본 제품은 출하시 에틸렌 글리콜 50%의
부동액으로 채워집니다.
사용중 냉각수를 일반 물로 교환 하였다
면 외기 온도가 0°C 이하가 되면 냉각수
가 얼어 실린더와 라디에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겨울이 오기 전 부동액으로 교환
하십시오.
다른 타입의 부동액으로 교환할 때는 냉
각 계통을 맑은 물로 수차례 세척 후 교환
하고 혼합 비율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

빙점

비등점

°C

°C

40
50

-24
-37

106
108

* 대기압(760mmHg)에서 높은 비등점은
라디에이터 압력 캡을 사용함으로써 얻
어집니다.

주

•

기

좌측에서 표시한 온도는 공업표준을
나타내며 농축한 부동액에서의 최소
글리콜양을 필요로 합니다.

• 증발로 인해 냉각수량이 떨어질 때는
물을 보충하십시오. 누수의 경우, 규
정치의 혼합비율로 섞은 부동액과 물
을 보충하십시오.

• 부동액은 수분을 흡수합니다. 사용하
지 않는 부동액은 단단히 포장용기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 부동액이 냉각수에 넣어졌을 때 라디
에이터 세척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부동액은 부식방지 물질을 함유
하고 있으며 이는 엔진부품에 영향을
주는 라디에이터 세척약품 생성 혼합
액과 반응합니다)

T11O751A

(1) 플러그

1. 클러치 하우징 아래에 플러그가 있습니다.
2. 고인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플러그를 체
결하십시오. 물을 용기에 배수하고 안
전한 방법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버리십시오.

7
5

3. 플러그를 다시 조립하는 것을 잘 기억
하여 클러치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물논 및 수중에서 작업한 후에는 반드
시 물빼기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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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6 RS650C
와이퍼 점검 및 교환(AM)
점검방법

중

교환방법

요

• 플러그를 장착하지 않으면 클러치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려진
배수구멍으로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T11O721A

(1) 와이퍼

(1) 와이퍼 암
(3)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블레이드의 작동 및 마모상태는 수
시로 점검하십시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시는 와이퍼 고정레버를 눌러서 분리한 후
와이퍼 블레이드를 잡아 빼내면 됩니다.

1. 와이퍼 암을 세워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와이퍼 암을 탈거할 때는 와이퍼 암의 캡
을 들어 올리고 너트를 탈거한 다음 와이
퍼 암을 세워 암 헤드부를 잡고 좌/우로 흔
들어 드라이브 스핀들에서 와이퍼 암을
당겨 빼내고 워셔액 호스를 분리하여 새
와이퍼 암을 원래 각도대로 맞추어 재장
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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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O649a

(2) 와이퍼 고정레버

2. 한손으로 블레이드를 잡고 또 한손으로
블레이드 고정레버를 누르면서 블레이
드를 고정장치로부터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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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H11O650a

H11O651a

(1) 와이퍼 블레이드

(1) 와이퍼 암

3. 블레이드를 아래로 내려 화살표 방향으
로 U자를 그리듯이 블레이드를 빼내십
시오.

4. 새로운 와이퍼 블레이드를 수평으로 하
여 고정레버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고정레버 홈으로 와이퍼 암을 맞추어
아래로 내려 주십시오.

7- 37

H11O652a

(2) 고정레버

주

5. 와이퍼 블레이드를 위로 끝까지 올려
고정레버가 와이퍼 암에 체결되도록 장
착하십시오. (‘딱’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
인하십시오)

7
5

의

• 와이퍼 블레이드가 분리된 상태에서
와이퍼 암이 유리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유리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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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8 RS650C
릴레이, 캐빈퓨즈 교환(AO)

주

의

• 앞유리 창을 닦을 때는 와이퍼 블레
이드를 세운 후 호스 등을 사용하여
물을 뿌리고 깨끗한 헝겊으로 닦으십
시오.

• 겨울철 와이퍼 블레이드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시키거나 혹
은 워셔액이 없이 와이퍼를 계속 작
동시키지 마십시오.

• 와이퍼 블레이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세제, 신나 또는 기타 솔
벤트류 등을 앞유리에 사용하지 마십
시오.

M55O794A

T12O710A

(A) 열림

(1) 퓨즈 박스

(2) 릴레이 박스

트랙터 전기장치는 퓨즈에 의해 잠재되어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과열된 퓨
즈는 전기장치 내부에서 과부하 또는 어느
부위의 단락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기 퓨즈 패널은 캐빈룸 내부 좌측팬더
컵 홀더 뒤에 있습니다.
퓨즈 박스 커버에 각 릴레이, 퓨즈의 명판
이 있으므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시 퓨즈 박스
의 퓨즈 단락 등을 확인 후 손상 퓨즈가 있
으면 예비 퓨즈로 교환 하십시오.
교환 후에도 작동되지 않을때는 가까운
당사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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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박스

7- 39

릴레이 박스

TG1O769A

(1) 정상 퓨즈

7
5

TG1O770A
T12O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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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O712A

(1) 단락 퓨즈

2020-06-02 오전 9:25:33

7- 40 RS650C
메인 퓨즈(AS)
캐빈퓨즈는 좌측 팬더의 컵홀더 뒤에 위
치해 있습니다.
퓨즈패널 위의 퓨즈판에는 각 퓨즈별 용
량과 위치가 표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이 퓨즈를 교환하십시오.
1. 시동 스위치를 "OFF" 하고 모든 전기장
치를 끄십시오.
2. 퓨즈박스 커버를 열고 퓨즈집게를 사용
하여 단락이 의심되는 퓨즈를 확인하십
시오.

H11O655a

3. 퓨즈가 단락되었으면 동일용량의 새 퓨
즈로 교체하여 단단히 끼워줍니다.
4. 퓨즈박스 커버를 장착하십시오.

T12O713A

(1) 시동전원 퓨즈
(3) 메인전원 퓨즈

(2) 예열전원 퓨즈
(4) 충전전원 퓨즈

메인퓨즈는 전기장치 및 배선을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시동, 예열, 충전 및 메인기능

TF140(RS650C)-국내향-07.indd 40

2020-06-02 오전 9:25:34

정비점검

7- 41

전구 교환(AQ)
전조등
에 이상이 발생되면 반드시 원인을 제거
하고 새퓨즈로 교환하십시오.

중

요

• 슬로우브로우 퓨즈 교환시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품을 사용할 경우
트랙터 전기장치에 심각한 손상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 전기문제를 다루는 특정한 정보를 원
하면 본 사용설명서의 "고장원인 및
대책" 편을 참고하거나 폐사의 대리
점에 문의하십시오.

트랙터에 사용되는 전구와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만 서술하
였습니다.
순서

전 구

용량

1

전조등

55W/55W

2

차폭등(앞)

5W

3

정지등/차폭등(뒤)

21W/5W

4

방향지시등

21W

5

작업등

35W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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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표시등

충전경고등

3W

기타

1.4W

후진등

21W

T11O734A

(1) 손잡이
(A) 당김

(B) 열림

1. 시동 스위치를 "OFF" 하고 후드를 여십
시오.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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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 동일용량의 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램프손상이나 트랙터에 화재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규정용량의 전구만 사용하십
시오.

주
M55O799A

(1) 캡

(2) 컨넥트

2. 캡을 탈거 하십시오.
3. 소켓을 눌러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전
구를 탈거하고 단락되었으면 동일용량
의 전구로 교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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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순정품이 아닌 전조등 전구를 사용하
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순정품 전구를 사용하십시오.

• 전조등은 우천시 주행과 세차등의 사
용조건에 따라 렌즈내부가 일시적으
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램프
내부와 외기의 온도차에 따른 것으로
우천시 창유리가 흐려지는것과 동일
한 현상으로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습
니다.

작업등(전/후)
전방 작업등은 작업시 시야성 증대를 위
해 LED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작업등은 할로겐 전구를 사용합니다.
할로겐 전구의 빛이 발광하는 부분을 손
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지문, 먼지, 습기등이 유리에 부착되어 전
구수명이 줄어 들거나 전구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할로겐 전구 교환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구가 식은 후에 교환하십시오.
• 전구의 유리부분을 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 항상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긁힘과 마찰
을 피하십시오.
• 전구가 켜진 상태에서는 액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구교환시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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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7- 43

실내등

T11O756A

H11O666A

(1) 작업등 전구

(1) 실내등 전구

2. 접지선 스크류를 풀고 컨넥터를 분리한
후 전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빼낸
뒤 동일용량의 전구로 교환하십시오.

1. 실내등 홈에 (-)드라이버를 끼워 실내등
커버를 빼냅니다.
2. 실내등 전구를 위로 당겨 탈거하고 새
전구를 교환하십시오.

7
5

T11O755A

(1) 작업등 유리 케이스

1. 시동 스위치를 "OFF" 하고 (+)드라이버
를 사용하여 체결구멍의 스크류를 풀고
전면 유리 케이스를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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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후)

T11O735A

M55O7A1A

(1) 방향지시등(후)

(1) 보호커버

1. 방향지시등(후)는 뒤쪽 팬더에 장착되
어 있습니다.

2. 후방 팬더 안쪽에 있는 체결 볼트를 푸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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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결 볼트

M55O7A3A

(1) 방향지시등(후) 전구

3. 전구 소켓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탈
거하고 새전구로 교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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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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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등

주

의

• 전구 스위치를 끄지 않은 상태이거나
"OFF" 한 직후에는 전구를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전구가 매우 뜨거
워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절차가 까다롭거나 안전사고 등
의 우려가 있는 전구교환은 폐사의
정비공장으로 문의하십시오.

M55O7A4A

T11O724A

(1) 방향지시등(전) 등
(3) 방향지시등(전) 전구

(2) 체결 볼트

1. 고정볼트 2개소를 풀어내고 렌즈를 분
리하십시오.
2. 전구를 살짝 눌러 반시계 방향으로 돌
려 빼내고 새전구로 교환하십시오.

(1) 후진등
(3) 후진등 전구

(2) 체결 볼트

1. 볼트를 풀어 커버를 분리하고 볼트를
풀어 전구를 살짝 누르면서 돌려 빼낸
뒤 새전구로 교환하십시오.

• 할로겐 전구의 빛이 발광되는 유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지
문, 먼지, 습기 등이 유리에 부착되어
전구 수명이 줄어들거나 전구 파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드러운
천으로 유리를 닦아 주십시오.

• 할로겐 전구는 압축가스로 되어 있으

므로 떨어뜨리거나 전구에 흠집이 생
기면 터집니다. 한번 떨어진 전구나
흠집이 난 전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7
5

• 드라이버를 끼워 커버를 분리할 때
커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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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전구를 교환하기 전 반드시 시동 스
위치와 해당 전구의 스위치를 "OFF"
하십시오.

• 전구 탈거 후는 반드시 동일용량의
전구로 교환하십시오.

냉매 점검(AR)

에어컨 정비 및 점검(AT)

냉매량이 부족하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
됩니다. 또한 과충전해도 에어컨 기기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폐사의 대리점에서 점검 받으십시오.

에어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키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지켜주십시오.

주

의

• 트랙터를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고 휠
에 고임목을 고여 주십시오.

• 전/후진 레버, 주변속 레버 및 PTO
레버를 중립으로 놓으십시오.

경

고

• 에어컨 냉매는 고압상태이므로 자격
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겨울철 운전:
겨울철에는 필히 월1~2회 에어컨을 작
동시켜 냉매누출 및 에어컨 시스템 내
부 녹발생을 방지하고 콤프레셔의 오일
순환을 원활케 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
에 예방하십시오.
에어컨은 대기온도가 2℃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히터를 작동시켜 실
내온도를 높인 후 작동하십시오.
2. 에어컨 컨덴서 손질:
에어컨 컨덴서 및 엔진 라디에이터에
오물이 끼어 있으면 냉각효율이 감소되
므로 오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컨
덴서의 코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
럽게 부드러운 브러쉬 또는 물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3. 여름철 운전: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 들어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에어컨 벨트 장력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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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차져(AU)
에어컨 냉매 및 윤활유 사양

주

의

• 에어컨 장치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신냉매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 지정되지 않은 냉매 및 압축기 오일
사용시에는 에어컨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냉매량이 부족하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지만 과충전해도 에어컨 기기
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상이 발
견되면 폐사의 대리점에서 점검을 받
으십시오.

구분

신냉매

컴프레셔 오일

종류

R-134a

UCON 488

주입량

600 g

265 cc

경

고

• 에어컨 정비는 전문가에게 맡기십시
오. 무자격자나 고객이 직접 정비할
경우 고압의 냉매로 인해 인체상해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T11O758A

(1) 터보차져

주

기

• 당사 엔진은 녹 방지를 위해 엔진 전
체에 투명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배기 매니폴더나 터보차져 등
고열이 발생하는 부위의 코팅은 사용
초기에 열에 의해 연소되어 녹 방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사용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위에 녹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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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열부 코팅은 고열에 의해 연
소 될 때 약간의 연기가 발생될 수 있
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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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보관
일상보관

장기보관

1. 트랙터는 깨끗하게 청소하여 보관해야
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최대 1년 동안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 절차는 장
기간 보관했다가 사용시 최소한의 준비로
다시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줍니
다. 이렇게 한 다음 이후의 연장 기간 동안
에도 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2. 가능한 한 실내에 보관하고 실외 보관
시는 커버를 덮어 주십시오.

경

고

• 밀폐된 장소에서 트랙터를 가동할 때
에는 배기가스를 방출시키기 위해 신
선한 공기로 통풍이 잘되게하여 외부
로 배기가스를 방출하십시오. 배기가
스는 색깔이 없고 눈에 띄지않아 인
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3. 동절기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4. 겨울철에는 라디에이터의 동파방지를
위해 부동액을 보충하여 사용하십시오.
5. 시동키는 항상 빼서 보관하십시오.

중

요

• 트랙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수칙을 준수하면 보관 기간 동
안 트랙터의 부식이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볼트, 너트등이 풀린 것이 없는지 확인
하고 필요시 조여주십시오.
2. 금속이 녹슬 수 있는 회전부에 그리스
를 바르십시오.
3. 트랙터 몸체로부터 웨이트를 떼어 내십시오.
4. 타이어 압력을 평소보다 조금 높게 넣
으십시오.
5.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오일이 엔진 전체
부품에 순환되도록 엔진을 5분 정도 공
회전시켜 주십시오.

M55O7D9A

(1) 클러치 페달

(2) 고정핀

7. 분리된 클러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
러치 고정 핀을 사용하십시오. 클러치
를 장기간 연결된 상태로 둘 경우에는
클러치 커버가 녹슬어 다음 사용시에
클러치 분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8. 트랙터로부터 배터리를 탈거하십시오.
배터리 보관절차에 따라 보관하십시오.
(7장 정비점검 편의 "배터리" 항을 참고
하십시오)

6. 작업기는 지면에 내리고 밖에 노출된
유압 실린더 피스톤 로드는 그리스를
도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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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트랙터는 비가 맞지 않는 건조한 장소
에 보관하십시오. 커버를 씌워서 보관
하십시오.
10. 트랙터는 과도한 직사광선이나 열이
닿지 않는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실외
에 보관할 때에는 방수천으로 씌우십
시오. 트랙터를 작키로 들어 올려 앞
차축, 뒷차축 아래에 블록을 놓고 타
이어는 직사광선이나 열에 직접 노출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8-

18. 모든 제어장치는 중립으로 두십시오.
19. 열려져 있는 소음기를 막으십시오.
20. 상기 보관상태를 알리는 테그를 트랙
터에 부착하십시오.
21. 에어컨 계통이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한달에 한번씩 시동을 걸어 에어컨 장
치를 가동시켜 주십시오.
M55O802A

11. 엔진부품과 함께 트랙터를 철저히 청
결하게 하십시오.

(1) 주차브레이크 레버
(3) 연결고리
(A) 밟음

(2) 브레이크 페달

12. 트랙터의 모든 윤활 주입구에 그리스
를 주입하십시오.

22. 브레이크 페달 양쪽을 고정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B) 내림

13. 마모 또는 손상부품은 교체하십시오.
14. 냉각장치를 세척하고 배수시켜 부동
액과 함께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15. 모든 오일과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8

16. 에어클리너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17. 타이어의 웨이트를 탈거하기 위해 프
레임 아래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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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관 후 사용

주

의

인체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 엔진을 회전시키면서 기대를 청소하
지 마십시오.

• 배기가스 중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장치가 없는 실내공간에서는 엔
진을 회전하지 마십시오.

• 보관중 타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인
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키를 스위
치로부터 빼내십시오.

• 소음기 및 엔진이 식은 후에 트랙터
커버를 씌우십시오.

•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

소한 음극(-) 단자를 분리하십시오.
설치류 등이 배선을 갉아 먹어 화재
를 초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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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적당한 공기
를 주입하십시오.
2. 배터리를 설치하십시오. 배터리 설치
전에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점검하십시
오.
3. 팬 벨트 장력을 점검하십시오.
4. 모든 오일량(냉각수)을 확인하십시오.
(엔진오일, 트랜스미션/유압오일, 엔진
냉각수)
5. 노출된 실린더 로드부의 그리스를 제거
하십시오.
6. 윤활지점에 그리스를 주입하십시오.
7. 클러치 페달을 밟고 걸림쇠 고리를 푸
십시오.
8. 트랙터에 탑승하여 시동을 거십시오.
9. 계기판과 각부장치가 정확하게 작동되
는지를 관찰하면서 몇분 동안 엔진을
가동하십시오.

10. 트랙터를 밖으로 움직이고 정확한 작
동을 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일단 밖에
서 트랙터를 주차하고 최소한 5분 정
도 엔진을 공회전 시켜 주십시오. 엔
진을 끄고 트랙터를 둘러 보고 오일
또는 물이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살피
십시오.
11. 엔진시동을 걸고 주차브레이크를 해
제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적절한지 테
스트하십시오. 필요시 브레이크 유격
을 조정하십시오.
12. 엔진을 멈추고 누유를 점검하십시오.
필요시 수리하십시오.

주

의

• 배터리를 탈거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
(ᅳ)단자를 분리하십시오. 설치류 등
에 의한 배선이 손상되어 화재의 위
험이 있습니다.

2020-04-03 오후 3:40:39

보관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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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폐기방법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유념하시어
트랙터를 사용하고 폐기해 주십시오.
1. 각종 오일 및 냉각수등을 직접 교환할
경우에는 주변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
고 폐오일 및 폐수는 적법하게 처리하
십시오
2. 수명이 끝난 트랙터나 작업기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버리지 말고 대리점이나 허
가받은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십시오.
3. 과부하 작업으로 발생되는 유해한 배기
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므로 과부하
작업을 삼가해 주십시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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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장 진단차트는 기계장치에 관심이 많거나 익숙한 사용자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정비사항만을 간추려 나타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상세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대동 지정 대리점과 상의 바랍니다.

엔진 고장대책
발생 원인
1. 엔진 시동이 어려운 경우







TF140(RS650C)-국내향-09.indd 2

연료가 탁하거나 흐르지 않음

연료장치내 공기나 물이 유입

분사노즐 주입구에 두꺼운 탄소 퇴적

진단 및 조치방법


연료 탱크와 연료 필터 점검



수분, 오염 및 기타 이물질 제거



모든 연료를 필터로 정제하고 필터에 이물질이 들어 있으면 필터를 교환



연료 필터나 분사 라인에 공기가 있으면 연료 펌프는 적절하게 작동 하지 않음



적절한 연료 분사 압력을 얻기 위해서는 연료 캡 너트 등을 풀고 주의깊게 점검



연료 필터와 연료 분사 펌프 위에서 에어 벤트 스크류를 풀고 연료장
치내에 있는 모든 공기를 빼냄



연료내에 물과 오염이 혼합이 됨. 분사 노즐을 청소하고 주입구가 손
상되지 않았는지 점검



노즐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 작동치 않으면 신형 노즐을 장착



밸브간격이 상이



폐사 대리점에 문의해 주세요



겨울철 엔진오일이 탁하고 엔진이
천천히 회전



날씨(온도)에 따라 오일 등급 변경

2020-04-03 오후 3:40:50

고장진단 및 대책

발생 원인
1. 엔진 시동이 어려운 경우

2. 출력이 부족한 경우

3. 배기 색깔이 특별히 불량한 경우



시동키를 돌려도 시동모터가 돌아
가지 않음

진단 및 조치방법


클러치 페달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음



PTO 스위치를 OFF로 함



스위치 및 시동모터 고장인 경우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



각부 단자가 풀렸거나 부식되어 청소 또는 확실하게 고정 함



엔진 체크램프 점등



엔진 체크 램프가 점등이 되었는지 확인 후, 점등이 되었으면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밸브 조정



폐사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에어클리너 오염



가동 후 100~200시간 마다 엘리먼트 청소 혹은 교환



연료 분사 압력 상이



폐사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엔진 체크램프 점등



엔진 체크 램프가 점등이 되었는지 확인 후, 점등이 되었으면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연료 품질 불량



양질의 연료 선택
온도
-10℃ 이상
-10℃ 이하



노즐 불량

9-



연료 타입
NO.2 디젤
NO.1 디젤

9

필요시 신형 노즐로 교환

※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동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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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고장 대책
발생 원인
1. 엔진이 가동되는데 트랙터가 움
직이지 않는 경우

2. 클러치가 잘 듣지 않는 경우



변속 레버가 중립



변속 레버 점검



주차브레이크가 걸림



주차브레이크 해제



클러치가 미끄러짐(헛돔)



클러치 유격 확인 및 조정. 폐서 대리점에 문의



클러치 페달 위치 센서 불량, 폐사 대리점에 문의



유압 클러치 마모, 폐사 대리점에 문의



클러치 연결시 캘리브레이션 불량. 폐사 대리점과 상의후 연결 시간 교정



클러치 유격 확인 및 조정. 폐서 대리점에 문의



유압밸브, 유압 시스템에 이상, 폐사 대리점에 문의



클러치 연결시 캘리브레이션 불량. 폐사 대리점과 상의후 연결 시간 교정



브레이크 페달 유격이 많아 유격을 조정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및 소착으로 정비공장에서 교환



브레이크 리턴 스프링 손상으로 스프링 교환



각 접합부에 그리스가 부족하여 녹을 제거하고 그리스 도포



토우인이 부정확하여 재조정



타이어 공기압이 달라 좌/우 동일하게 규정압으로 주입



각 연결부에 흔들림이 있어 재체결 및 부품교환



3.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경우





4. 핸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

TF140(RS650C)-국내향-09.indd 4

진단 및 조치방법



클러치가 끊기지 않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편 브
레이크가 작동

브레이크 페달 리턴이 불량

핸들이 무겁거나 떨림

2020-04-03 오후 3:40:50

고장진단 및 대책

발생 원인

진단 및 조치방법

4. 핸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



핸들 유격이 많음



핸들 샤프트 마모로 정비공장에서 수리
각종 메탈류 마모로 정비공장에서 수리
각 연결부 유격이 있어 재체결

5. 유압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파이프 또는 호스에서 오일이 누유



각 파이프 클램프가 이완되어 재체결



파이프가 균열되어 정비공장에서 수리



3점 히치 안전 락 기능, 작동, 원터치 버튼 누름



밸브 고장 및 실린더 파손 등은 정비공장에서 수리



미션오일이 부족으로 규정량까지 보충



흡입 파이프내 공기유입으로 파이프내 공기빼기 실시



오일필터가 막혀 청소 또는 교환



유압필터 및 밸브, 실린더 고장으로 정비공장에서 수리



각 센서류 이상 작동, 폐사 대리점에 문의



톱 링크 사용 구멍을 최상단으로 이동



퓨즈가 단선되어 배선을 점검하고 퓨즈 교환



전구가 단선되어 전구를 교환



접지 및 단자 배선 접촉불량으로 점검 및 청소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므로 재충전







6. 전기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TF140(RS650C)-국내향-09.indd 5



3점 히치가 내려가지 않음

3점 히치가 올라 가지 않음

3점 히치가 자동으로 요동침

전조등이 점등하지 않거나 어두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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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6. 전기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음



배터리 및 발전기 점검



혼이 울리지 않음



혼 스위치 고장으로 교환



배선 불량으로 수리



혼이 손상되어 수리 및 교환



전구가 단선되어 교환



점멸장치 고장으로 수리 및 교환



접지 및 단자 배선 접촉불량으로 점검 및 청소



전구가 단선되어 교환



접지 및 단자 배선 접촉불량으로 점검 및 청소



풍량조절 스위치 및 모터 고장으로 수리 및 교환



공기 흡입필터가 막힘



배선 단락으로 점검및 수리



풍량 조절 스위치 교환



모터 결함으로 수리 및 교환



내부 윤활 부족으로 윤활제 보충





7. 히터/에어컨 모터에 이상이 있는 경우





8. 에어컨 성능 불량인 경우

TF140(RS650C)-국내향-09.ind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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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이 점멸하지 않음

작업등이 점등하지 않음

풍량이 약하거나 전혀 없음

풍량 조절이 안됨

비정상적인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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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및 대책

발생 원인
8. 에어컨 성능 불량인 경우











비정상적인 소음

냉매 및 오일이 누유

고온 및 저압 발생

콤프레셔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음

클러치가 미끄러짐

9-

진단 및 조치방법


벨트장력 이완으로 재조정



브라켓 이완으로 볼트 재체결



내·외부 부품파손으로 점검 및 수리



씰링 와셔 파손으로 교환



체결 볼트 이완으로 재체결



냉매량이 부족하여 보충



콤프레셔 이상으로 수리 및 교환



배선 결함으로 점검 및 교환



클러치 간극이 커 재조정



전압이 낮아 배터리 교환



내부고장으로 교환



냉매 부족, 냉매 보충



전압이 낮아 배터리 교환



클러치판 오염으로 청소



내부결함으로 수리 및 청소

9

※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동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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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및 대책 .............................................................................. 9-1

3점히치 작업기 장착 및 탈거(유니버셜 조인트 연결방법 포함) ........ 6-2

그리스 니플 윤활(P)........................................................................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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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관리 유의사항 .......................................................................... 1-45

블루투스 플레이어/라디오 .............................................................. 4-42

명판내용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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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표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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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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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표시등......................................................................................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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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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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W) ....................................................................................... 7-25

속도조정 레버 ................................................................................. 4-30

벨트류 및 고무제품 ........................................................................... 2-4

스위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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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호스 점검(AG) ..................................................................... 7-33

시동키 스위치 ................................................................................... 4-5

에어클리너 필터 교환(AF)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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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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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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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장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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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체크램프 ................................................................................. 4-22

안전벨트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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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회전 속도계/사용시간 적산계 .................................................. 4-12

앞/뒤 타이어 륜거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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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휠 볼트 및 너트 체결 토오크 .................................................. 4-52

연료 점검 및 보충(C)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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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필터 교환(V) ........................................................................... 7-22

앞차축 롤링조정(AD) ...................................................................... 7-31

연료계 ............................................................................................. 4-12

액세서리 ......................................................................................... 4-43

연료라인 점검(U) ............................................................................ 7-24

에러 표시등..................................................................................... 4-23

연료보충 경고등 ............................................................................. 4-22

에어컨 냉매 및 윤활유 사양 ............................................................ 7-47

연료장치 공기빼기(AK)...................................................................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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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필터 수분제거(U) ..................................................................... 7-22

에어컨 스위치 ................................................................................. 4-46

예비운전 점검 ................................................................................... 5-2

에어컨 정비 및 점검(AT) ................................................................. 7-46

예열 표시등..................................................................................... 4-15

에어컨 콘덴서 청소(AC) ................................................................. 7-31

오일 및 액체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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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정 스위치 ............................................................................. 4-47

작업등 ............................................................................................. 4-37

와이퍼 ............................................................................................ 4-40

작업등(전/후) .................................................................................. 7-42

와이퍼 점검 및 교환(AM) ................................................................ 7-36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1-30

외관도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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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부 치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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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관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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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 .......................................................................................... 5-1

적정 공기압 .................................................................................... 4-49

위치 / 견인 조정 레버 ...................................................................... 4-34

전/후진 레버.................................................................................... 4-26

윤활유 사양....................................................................................... 7-7

전구 교환(AQ)................................................................................. 7-41

의자 등받이 각도 ........................................................................... 4-32

전륜구동 스위치 ............................................................................... 4-8

의자 전/후 위치 .............................................................................. 4-31

전방 부가 웨이트 ............................................................................ 4-53

의자 조정 ........................................................................................ 4-31

전방 부가 웨이트 관련 부품 ............................................................ 4-53

일반 주의사항 ................................................................................... 1-2

전조등 ............................................................................................. 7-41

일상보관 ........................................................................................... 8-2

전조등, 비상등, 기타 등의 점검(J) .................................................. 7-12

일일 점검 차트 .................................................................................. 7-3

점검 주기 .......................................................................................... 7-3

10-

점프시동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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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주기 차트 .................................................................................. 7-4

자동견인 작업등 ............................................................................. 4-17

정비점검 ........................................................................................... 7-1

자동경심 작업등 ............................................................................. 4-18

정비점검 및 청소할 때 ...................................................................... 1-7

자동수평 작업등 ............................................................................. 4-17

정비코드 ........................................................................................... 7-8

작업기 유압호스 커플러의 연결 및 분리 ......................................... 5-21

제어장치 ......................................................................................... 4-24

작업기 장착 및 작업을 할 때 ........................................................... 1-16

제원 .................................................................................................. 3-2

작업기 제한조건 ............................................................................... 3-7

제조번호 ........................................................................................... 2-2

작업기별 표준치수 ............................................................................ 3-7

조이스틱 레버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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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PTO 작동등......................................................................... 4-19

조이스틱 레버 ................................................................................. 6-12

클러치 페달..................................................................................... 4-27

조이스틱 레버 조작 요령................................................................. 6-13

클러치 페달 조정(R) ....................................................................... 7-20

조이스틱 밸브 포트 ......................................................................... 6-15

클러치 하우징내 물빼기(AL) ........................................................... 7-35

좁은 도로, 요철길 및 경사지를 주행할 때 ....................................... 1-26
주변속 레버..................................................................................... 4-25

ᄐ

주요제원 ........................................................................................... 3-3

타이어 ............................................................................................. 4-49

주차방법 ......................................................................................... 5-11

터보차져(AU) .................................................................................. 7-47

주차브레이크 ................................................................................. 4-29

토우인 조정(Y) ................................................................................ 7-29

주차브레이크 레버 .......................................................................... 5-11

톱링크 구멍의 사용방법.................................................................... 6-5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 4-16

톱링크 조정....................................................................................... 6-5

주행방법 ........................................................................................... 5-8

트랙터 고장 대책 .............................................................................. 9-4

주행운전을 할 때 ............................................................................ 1-22

트랙터 기능설명 및 사용요령 ........................................................... 4-1
트랙터 보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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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보관시 안전 준수사항 ......................................................... 1-31

차동고정 페달 ................................................................................. 4-31

트랙터 사용시 안전 준수사항 ......................................................... 1-14

차속표 ............................................................................................... 3-6

트랙터 싣고 내리기 ......................................................................... 5-14

체크링크 조정 ................................................................................... 6-6

트랙터 운반시 안전 준수사항 ......................................................... 1-34

출입문 ............................................................................................. 4-36

트랙터 운전....................................................................................... 5-8
트랜스미션 오일 및 필터교환(M) .................................................... 7-14

ᄏ

트랜스미션 오일레벨 점검(D) ........................................................... 7-9

캐빈 장치 ....................................................................................... 4-35

트랜스미션번호 ................................................................................ 2-2

캐빈 쿠션 고무 점검(AH) ................................................................ 7-33
컵홀더 및 수납공간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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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스위치 ............................................................................ 4-6

파워스티어링 라인(AA)................................................................... 7-30

쿠션 강약조정 ................................................................................. 4-32

파워스티어링 사용시 주의사항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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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벨트 장력조정(S)........................................................................ 7-25
편브레이크등 .................................................................................. 4-19
포장지 진입시 주의사항.................................................................. 5-13
풍량조절 스위치 ............................................................................. 4-46
풍향조정 스위치 ............................................................................. 4-46
퓨즈 박스 ........................................................................................ 7-39
필수교환부품 .................................................................................... 2-3
필터류 ............................................................................................... 2-4
ᄒ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1-31
핸들 조정 ........................................................................................ 4-29
혼 스위치 .......................................................................................... 4-7
회전상승 자동작동등 ...................................................................... 4-18
후방 웨이트 선택 ............................................................................ 4-54
후진경보장치 .................................................................................. 4-45
후진등 ............................................................................................. 7-45
후진상승 자동작동등 ...................................................................... 4-18
휠 볼트/너트 토오크 점검(Q) .......................................................... 7-20
휠 장착방향..................................................................................... 4-52
휠 토오크 및 방향 ........................................................................... 4-52
흡기 에어라인 점검(X) .................................................................... 7-28
히터 및 에어컨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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