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대동 DRP80 이앙기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이앙기를 올바르게 취급하는 방법, 정기점검 또는 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본기의 우수한 성능
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본 설명서를 잘 읽으신 후, 부표의 점검 정비표에 따라 일상적
인 보수, 점검, 정비, 급유 등을 충분히 하고 계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으로 보다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의 성과를 새로운 기술로 바로 제품에 적용
하였으므로 구입하신 이앙기와 본 설명서가 다소 다른 경우도 있사오니 양지하시고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 본 취급설명서는 매년 개량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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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는 이앙기의 올바른 취급방법과 간단한 점검 및 지켜야 할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잘 읽고 나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읽고난 후에도 가까운 곳에 보관하여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이앙기를 대여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 취급 설명서를 이앙기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에서는 안전상 중요한 사항을 (

,

,

) 로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심벌마크

정

의

위 험

이 기호는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
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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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이 기호는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경상 또는 일반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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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

이 기호는 사용자들의 관심사 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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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이앙기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이앙기는 포장에서 이앙작업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 목적 이외의 작업이나 안전장치 분리 등의 개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앙기를 사용목적 이외의 작업에 사용하거나 개조한 경우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되거나 훼손된 명판은 가까운 대리점에서 구입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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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방침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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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파악
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종업원이 정해진 품질경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폐사의 품질경영 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ISO9001;2000/KS A9001;2001의 요건을 총족시키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국내 및 국제관련 법규
와 규격을 준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별도의 중장기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것입니다. 폐사의 품질보증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품질경
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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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방침
폐사는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되는 환경
영향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며 자원절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환경법규 및 ISO 14001;1996 의 요건
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방침에 따른 환경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침을 일
반 대중과 이해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환경경영 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시행 및 유지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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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경영 방침
폐사는 고객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하고 무결함의 제품을 설계, 생산, 공급함과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 폐사의 임직원 모두는 제품안전 경영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외 법령이나 기준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수준
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서비스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제품안전 경영방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
치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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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방침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전문업체로써 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중에 발생되는 유해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 관리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 및 보건 법규 OHSAS18001;1999의 요건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하며 내부적으로 별도의 안전 및 보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모든 종업원과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하고 효과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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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절약을 통
한 모든 경영 활동을 "환경 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전 종업원은 환경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경 성과를 측정하고 고객 및 이해 당사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 환경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 자체적으로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도 "사용과 폐기" 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본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과부하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부하 작업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과부하 작업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된 배기가스는 우리가 숨쉬는 지구환경,
즉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여러분이 직접 각종 오일(엔진, 밋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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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조작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아무 곳에나 방치(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폐기 방치한 제품에서 흘러내리는 녹물, 오일 등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명이 다한 제품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허가 받은 "폐농기계 수거업체" 에서 수거하여 적법하게 폐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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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80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십시오.

,

,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오니 자세히 읽고 숙지하신 후 안전작업에 임해 주



또한,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전 설명은 이앙기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본문 내용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음주자                          임산부
 16세 미만인 사람
     운전 미숙련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조작이 불가능한 사람
■ 운전자는 건강에 유의하여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

이앙기-PT200(DRP80)-한글-01.indd 2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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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작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 이앙기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도 함께 제
   공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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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장은 회전부에 말려 들어 가거나 발이 미끄러져 큰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한 이앙기 조작이 미숙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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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점검

주

• 엔진, 배터리, 연료탱크 주변을 청소하
십시오.

의

• 사용설명서 위험, 경고, 주의 명판을

• 배터리 코드와 전기배선, 연료호스를
점검하십시오.

자세히 읽은 뒤 운전하십시오.

• 급유 및 냉각수 점검은 엔진이 식었을
때 실시하십시오.
• 연료보급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화
기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668O101a

• 각 부의 조임상태를 확인합니다.
• 브레이크 작동상태를 점검합니다.

• 이앙부를 정지 후 이앙집게 등의 점검
을 할 때에는 유압승강 고정하는 것과
동시에 받침대로 지탱을 하여 낙하를
방지하십시오.
• 평평한 장소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
하고 엔진을 정지하십시오.
• 이앙기에 부착된 명판이 손상되거나 여
러 이유로 판독이 불가하면 새 명판을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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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의 유격과 흔들림이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이앙기를 개조하지 않습니다.
• 고장 부품을 교체시 유사제품을 사용하
면 안전사고 및 제품에 치명적인 손상
을 초래함으로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일류의 폐기는 폐기 설비를 갖춘 곳
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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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1-

주행 · 운전
엔진시동
• 이앙기 주위에 사람의 접근을 막아 주
십시오.

• 한눈을 팔거나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
전하지 마십시오.

• 변속레버를 "중립" 에 놓고 브레이크 페
달을 밟아서 시동하십시오.

• 후진시에는 바퀴 아래쪽과 후방을 잘
살피고 저속으로 후진하십시오.

• 옥내에서 시동을 걸 때에는 창이나 문
을 열어 환기시키십시오.

• 유압은 승강 후 고정을 하고 이앙부의
낙하방지를 하십시오.

668O102a

1

• 인접마크와 마스코트를 꺾어 접고 라인
마크는 고정하고 묘탑재대는 기체 중앙
에 멈추도록 하십시오.
• 주위 장애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 차동고정 페달장치의 해제 및 이앙부가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앙기에 사람이 올라 타거나 물건을
얹어 놓지 않습니다.
• 출발시에는 이앙기 근처에 사람이 접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핸드 엑셀레버를 "중속" 에 놓고 HST변
속페달로 주행합니다.
• 급발진, 급제동, 급선회를 하지 마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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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80
도로주행

좁은 농로·지면이 고르지 못한길·고갯길
주행
• 좁은 농로나 지면이 불규칙한 길은 저
속으로 주행합니다.

•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야간 도로주행은 가능한한 삼가하고 불
가피한 경우 반드시 전조등을 켜서 자
동차 추돌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맞은편 차를 피할 때 전복될 수 있으므
로 길가로 바짝 붙이지 마십시오.

• 도로에서는 전후, 좌우를 확인하며 저
속차선으로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 지반이 약한 도로 가장자리나 풀이 무
성하게 자란 곳은 주행하지 마십시오.

• 야간 이동시에는 라이트를 켜십시오.

• 오르막길에서는 급발진을 하지 않습니
다.

• 주행 중에 뛰어 올라 타거나 뛰어 내리
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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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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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야 합니다.

• 내리막길에서 변속을 포장작업, 전진으
로 바꾸고 HST 변속페달을 서서히 밟
아 저속 운전하십시오.
• 경사면에서 위험한 경우, 이앙기를 정
지시키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후에 변속레버를 중립에
위치시키십시오.
• 경사면에서 변속레버를 "중립" 으로 하
지 마십시오.
• 고갯길에서는 변속레버를 조작하거나,
"<N>(중립)" 에 놓지 마십시오.
• 고갯길 앞에서 일단 정지해 변속레버를
포장작업에 놓고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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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정차 · 주차

1-

운반 차량에 싣거나 내리기
• 이앙기를 적재할 때는 후진, 하역할 때
는 전진으로 저속 운행해야 합니다.

• 평지에서는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HST
변속페달 및 변속을 "중립" 에 놓은 뒤
이앙부를 내리고 엔진의 시동을 끄십시
오.

1

• 발판 위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 차동페달 고정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
다.

• 고갯길에서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불
가피할 경우에는 고임목을 고입니다)

• 만일, 도중에 엔진이 정지할 경우, 브레
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후 서서히 떼
면서 지면까지 내려 주십시오.

• 이앙기에서 하차시에는 시동키를 빼냅
니다.
668O104a

• 충분한 강도, 폭, 길이(적재높이의 4배
이상), 미끄럼 방지 후크가 있는 발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운반차량의 짐칸과 직선이 되도록 발판
을 걸치고 후크가 제대로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위를 확인하고 이앙기 주위에는 사람
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 HST 변속페달을 서서히 밟아 초저속으
로 하고 변속레버를 "포장작업" 으로 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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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80

작업
트럭 등으로 운반

작업장 출입

작업장에서의 작업

• 차동페달 고정장치의 해제를 확인 하십
시오.

• 모를 보급할 때는 엔진 회전을 저속으
로 하고 브레이크페달을 고정하고 하십
시오.

• 두렁을 넘을 때는 이앙기가 두렁과 직
각이 되도록 하고 저속으로 운전하십시
오.

668O105a

• 회전부, 작동부, 고온부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턱 높은 두렁, 도랑, 건너기, 급경사시
에는 발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보조자가 있는 경우는 서로 신호로 확
인하도록 하십시오.

• 오를 때는 후진, 내려갈 때는 전진으로
이동하십시오.

• 논두렁 끝에서 선회할 때는 논두렁 주
위의 사람이나 물건에 충분히 주의하십
시오.

• 두렁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며 천천
히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 작업 중에는 포장지에 사람이 들어 오
거나 기계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변속레버를 포장, 후진으로 두고 HST
변속페달을 서서히 밟아 주십시오.

• 웨이트를 대신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싣
지 마십시오.

• 로프는 전륜과 후륜에 걸고 단단히 고
정해 주십시오.

• 야간작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 묘탑재대, 예비묘탑재대에 있는 물건은
반듯하게 내려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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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앙암집게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엔
진을 정지하고 완전하게 멈춘 것을 확
인하고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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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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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료 · 보관
작업중 점검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시
동을 꺼 주십시오.

•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이앙부
를 내린 다음 엔진 시동을 끄고 키를 빼
내십시오.

• 이앙부를 올려 점검할 때는 유압승강
고정을 하고 이앙부의 낙하를 방지하십
시오.
• 엔진 주위의 점검은 엔진이 식은 후 실
시하십시오.

장기 보관

1

• 엔진, 배터리, 연료탱크 주변을 청소하
십시오.
• 머플러, 라디에이터 등은 냉각되기 전
까지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보관용 커버는 엔진이 식은 후 덮어야
합니다.

668O106a

• 연료탱크및 기화기에서 연료빼기를 해
주십시오.
• 배터리의 (-) 단자를 먼저 분리하고 (+)
단자를 분리하며 배터리를 탈거하십시
오.
• 뒷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고이고 주차브
레이크를 작동시키십시오.
• 부품(배터리, 오일 등) 또는 이앙기를
폐기할 때는 구입처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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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DRP80
작업전의 일반 주의사항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이앙기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 이앙기 사용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곳은 즉시
    정비하십시오.
■ 계절마다 정기 점검·정비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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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개조하면 기계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비불량으로 인해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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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11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옥내에서 시동을 걸 때는 창이나 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도
   록 하십시오.
•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는 난기운전이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배기가스 중독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산소결핍으로
뇌 손상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이앙기에 사람이 올라 타거나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시고 사람
   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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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이앙기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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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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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의 점검 · 정비 ·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 타
   이어에 고임목을 고여 주십시오.
• HST변속페달 "중립", 변속이 "포장" 작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앙기가 갑자기 움직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유, 주유시에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엔진 회전중이나 엔진
   이 가열된 동안에는 급유, 주유를 삼가십시오.
■ 연료보급시에는 라이터, 담배 등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연료를 주입한 후에는 연료 캡을 단단히 닫고 주위에 묻은
     연료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연료 등에 인화 되어 화상을 입거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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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연료호스의 손상이나 누유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 호스에서 누유될 경우는 교환하십시오.
• 연료호스는 2년마다 교환하십시오.

■ 엔진오일 등의 유지류나 부동액 폐기는 폐기설비를 갖춘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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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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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15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배터리 점검시, 화기(담배·라이터 등)를 가까이 하면 위험
   하오니 조심하십시오.

배터리에서 수소가스가 나와 인화로 인해 폭발하여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터리 액이 신체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액이 눈, 피부, 옷, 공구에 묻었을 시에는 즉시 충분한
   물에 씻고 눈에 들어 가거나 마셨을 때는 의사에게 진단받도
   록 하십시오.

배터리 액(묽은 황산)으로 인해 옷이 손상되거나 실명 또는 화
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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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

배터리 단자에서 코드를 분리할 때는 (-)측을 먼저 떼십시오.
    부착할 때는 (+)측을 먼저 끼우도록 하십시오.
• 지정된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 (+)(-)를 반대로 접속하면 안됩니다.

쇼트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 전기배선 코드가 다음 부품에 접촉되지 않았는지, 부품 이탈
   이나 접합부의 느슨해짐과 흔들림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 전기부품을 분리하기 전에, 배터리 (-)측의 코드를 배터리
     단자로부터 분리하십시오.

쇼트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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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17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타이어에 상처가 나거나 러그가 모두 마모된 경우에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 타이어·림 등의 교환·수리는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타이어가 파열되어 사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엔진, 머플러, 배터리, 연료탱크 주위에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지 작업전에 점검하여 제거하십시오.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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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
■

브레이크를 점검 및 조정하십시오.
•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하십시오.
핸들의 유격이나 흔들림이 크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전, 후륜 타이어의 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정상적인 주행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
니다.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해져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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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19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고압의 유압유가 유출될 때는 직접 접촉하지 마십시오.
유압관련 부품을 점검하거나 풀기 전에 엔진을 정지시키고
   유압 리프트부를 최저상태로 내려 잔류압력을 뺀 뒤 작업하
   십시오.
■ 만약, 고압의 유압유가 피부에 직접 닿았다면 즉시 의사의 진
   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압력이 가해져 분출된 오일은 피부에 침투하여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오일이 피부에 침투했을 때,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질병을 일으
킬 우려가 있습니다.

■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공구류는 적절히 관리하고 정확히 사
   용하십시오.
■ 이앙기에는 점검 및 조정에 필요한 공구류를 상비해 두십시오.

정비불량으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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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점검 및 정비 등으로 떼어 낸 커버 등은 점검 및 정비 완료
   후 모두 재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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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엔진부에 끼거나 말려 들어가는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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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1- 21

엔진 시동을 걸 때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시동을 걸기 전에 주위를 살피고 이앙기 주위에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하십시오.

■

좌석에 앉아 바른자세로 시동을 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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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 사람이 접근하면 상해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
다.

이앙기가 갑자기 움직여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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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

HST 변속페달 "중립", 변속 "중립" 에 놓으십시오.
• HST 변속페달 "중립", 변속 "중립" 에 놓여 있는지 레버를
     손으로 움직여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HST 변속페달 및 변속이 중립에 위치하지 않으면 이앙기가
뜻하지 않게 움직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옥내 시동시에는 창이나 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난기운전 또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배기가스 중독으로 몸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산소부족으로 뇌
손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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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23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난기운전은 HST 변속페달 "중립", 변속 "중립" 에 놓고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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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가 갑자기 움직여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
다.

2021-01-14 오전 11:25:01

1- 24 DRP80
이앙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각 부의 볼트, 너트, 이앙부의 이앙암, 집게 등이 느슨하지 않
   은지 확인하십시오.
• 볼트, 너트류, 이앙부의 장착볼트가 느슨하면 즉시 조이십시오.

■

이앙부 아래에 들어가거나 발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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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작업기가 파손되어 뜻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이앙부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 상해사고를 당
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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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1- 25

주행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출발할 때는 주위를 확인한 후 주행하십시오.
• 어린이 등 사람이 이앙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위
     에 있는 사람을 멀리 비켜 서게 한 후 출발하십시오.

■

■

차동페달 고정장치의 해제를 확인하십시오.
• 차동페달 고정장치를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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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차동장치 연결시 핸들을 조작해도 방향변경이 안되어 사고 유
발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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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급발진, 급제동, 급선회를 삼가하십시오.
• 저속으로 출발하십시오.
• 선회할 때는 엔진 RPM을 저속으로 하십시오.
• 핸드 엑셀레버를 "<LOW>(저속)" 에 놓고, HST 변속페달을
     서서히 밟아 주십시오.
■

■

주차·정차할 때는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 이앙부를 내리십시오.
• 좌석을 비울 때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키를 빼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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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전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앙기가 움직여서 뜻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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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1- 27

좁은 도로 · 지면이 고르지 못한길 · 고갯길 · 경사지에서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지 마십시오.
• 마주오는 차를 피할 때, 길가로 바짝 붙이지 마십시오.
• 지반이 약한 벼랑가나 풀이 무성한 곳은 주행하지 마십시오.
• 우천시나 비가 갠 후는 저속으로 조심해서 주행하십시오.

■ 고갯길, 경사지, 지면이 고르지 못한 길, 커브길이 많은 도로
   에서는 고속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 속도를 낮추고 조심해서 주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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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단부가 무너져 전복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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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

고갯길, 경사지에서는 변속을 "중립" 에 놓지 마십시오.
• 고갯길에 접어들면 일단 이앙기를 멈추고 변속을 "포장"
     작업 으로 바꾼 뒤 주행하십시오.
• 내리막길에서는 변속레버를 포장, 전진에 두고 HST 변속
     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전하십시오.

HST 변속페달을 세게 밟을 경우 차속이 빨라져 결국 사고의 원
인이 됩니다.

■ 고갯길 중간이나 경사지에서의 주차는 금물입니다. 불가피하
   게 고갯길 중간이나 경사지에 주차할 때는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뒷바퀴에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 이앙부를 내리십시오.
■ HST변속페달을 "중립" 에 놓고 변속 레버를 "포장작업" 위치
   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이앙기가 저절로 움직여 뜻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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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29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급한 경사지에서는 작업과 주행을 삼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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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가 전복되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1-01-14 오전 11:25:05

1- 30 DRP80
운반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 충분한 강도, 폭, 길이(짐칸 높이의 4배 이상)의 미끄럼 방지,
   후크가 달린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 전후륜의 타이어가 빠지지 않도록 폭이 넓은 발판을 사용
     하십시오.
• 이앙기가 충분히 적재되는 넓이의 화물칸을 가지고 적재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운반차량을 사용하십시오.
• 이앙기의 엔진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킨 다
     음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 이앙기를 운반차량에 바인더로 고정시 발판 가운데를 가
     로 질러 묶지 마십시오.

발판이 부러져서 전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을 운반차량의 짐칸에 평행을 이루도록 단단히 걸치십시오.
 2장의 발판을 좌우 타이어 간격에 맞춰 짐칸에 일직선으로
      놓으십시오.
 짐칸에 발판의 후크를 잘 걸치고 확실하게 채워졌는지 확
      인하십시오.

균형을 잃어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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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31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적재시에는 후진, 하역시에는 전진으로 실행하십시오.
• 입회한 보조인의 유도하에서 실행하십시오.
• 이앙기 주위에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 차동페달 고정장치 해제를 확인하십시오.
• 발판위에서는 필요 이상의 핸들조작을 삼가십시오.
• 이앙부의 이앙집게가 발판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로를 변경하면 균형을 잃어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판 위에서는 저속으로 운전하십시오.
• 도중에 이앙기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의
     좌우위치와 평행, 안전을 확인한 다음 저속으로 이앙기를
     싣고 내리십시오.

이앙기의 브레이크를 밟아도 슬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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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DRP80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급경사, 도랑, 높은 두렁이 있는 작업장 출입시에는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 작업장 출입시, 오를 때는 후진, 내려갈 때는 전진으로 저
     속 운전하십시오.
• 발판 위에서는 필요 이상의 핸들조작을 피하십시오.

■

두렁을 넘을 때는 저속으로 두렁에 직각이 되도록 하십시오.
• 차동페달 고정장치 해제를 확인하십시오.
• 두렁이 내려앉지 않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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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균형을 잃어서 전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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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33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작업중에는 이앙기에 사람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 작업장에 어린이 등 사람의 출입을 막으십시오.
• 어린이 등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운전중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 모서리부 작업시에는 무리하지 말고 앞쪽 공간에 여유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선회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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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부가 충돌하여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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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DRP80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 작업이 종료되면 평지에서 엔진의 시동을 끄고 점검한 뒤 이
   물질 등을 제거해 주십시오.
• 엔진, 머플러, 연료탱크 주위에서 지푸라기, 풀 등을 제거
     하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평지에서 이앙부를 지면에 내려놓고 주차브레이크를 작동
   시킨 상태에서 보관하십시오.
• 키는 빼십시오.

이앙부가 떨어져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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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35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시트 커버는 머플러와 엔진이 확실히 냉각된 뒤에
   씌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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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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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DRP80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 외관을 물로 깨끗이 씻고, 평지에서 엔진의 시동을 끄고 주
   차브레이크를 작동후 키를 빼십시오.

이앙기에서 눈을 뗀 사이 어린이 등이 장난으로 올라 타거나 하
여 뜻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장이 발생하거나 이앙집게가 마모되면 신속히 수리 또는
   교환하십시오.
• 볼트나 너트가 느슨하면 즉시 조이십시오.

정비불량으로 인해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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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37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1
■ 배터리를 이앙기에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측의 코드만
   분리하십시오.

■

이앙부를 지면에 내려서 보관하십시오.

이앙기-PT200(DRP80)-한글-01.indd 37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앙부가 내려와서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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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 DRP80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시즌이 끝나면 정기 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오.
• 부품(배터리 등) 또는 이앙기를 폐기할 때는 구입처에 문
     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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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런 사고가!

정비불량으로 인해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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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1- 39

주의표시 명판 부착 위치
2. 도번 : PZ28-0001B

4. 도번 : T4625-52351

1

࠺ᮥ⎅ভ ᬕᱥᕾᮥਁԁভ۵ၹऽ
ᗮࠥŁᱶ౩ქᱶḡ ᵝᄡᗮ౩ქᵲพ
᭥⊹ಽ⧕ᵝᝎ᪅
1;#
Pt2O101a

1. 도번 : P5370-89833

3. 도번 : T4930 - 52381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엔진을 시동시켜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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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 DRP80

PZ2O108a

6. 도번 : C7714-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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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2O109a

7. 도번 : T4930-52371

pz2O110a

8. 도번 : T4930-5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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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요령

1- 41

1

pz3O102a
457O065a

9. 도번 : P5370-89243

차동고정 페달을 밟은 상
태로 선회하면 위험하므
로 선회하기 전에는 반드
시 페달에서 발을 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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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DRP80

10. 도번 : P5470-95453
○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급유시에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 하십시
오.

배기가스의 주의
실내 및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 엔진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배기가스는 질병과
인사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차로를 달리지 말아 주세요.
이동할때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카바류를 수납해 주세요.
○ 이앙부를 최상으로 하고 유압 정지레버를 "정지"위치로 하십시오.
○ 이앙조작레버를 "유압중립"위치로 하십시오.

점검시 엔진 정지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 및 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 주십시오.

○ 가능한 저속으로 주행하고 급발진, 급제동은 절대로 피해 주십시오.

○ 짐을 싣고 내림, 논두렁 넘을 때에는 변속레버를 절대로 "모보급", "중립"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엔진브레이크 효과가 없거나 급히 움직여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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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설명서를 읽고 안전하게 작업해 주
십시오.

○ 본기를 바르게 하고 오르막길은 후진으로, 내리막길은 전진으로, 속도는 저속으로 하여 천천히 행하여
주십시오.

○ 엔진시동시는 반드시 브레이크페달을
꼭 밟아 주십시오.

○ 진행중에 변속할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변속해 주십시오.
○ 요철이 적은 곳으로 이동해 널판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2021-01-14 오전 11:25:17

안전작업 요령

1- 43

1

pz2O112a

11. 도번 : P5470-9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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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부를 점검 . 조정할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 주
십시오.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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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2-

기체방향설명과 주행장치의 명칭

후

좌

2

8
6

9
7

5

12

2

우

11

1

4
(1)
(2)
(3)
(4)

전륜
발판
인접마카
후륜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3

10

(5)
(6)
(7)
(8)

묘탑재대
운전석
마스코트
예비묘탑재대

전
3

Pt2O201a

  (9)
(10)
(11)
(12)

백미러
로프고리
보조발판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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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과 기능

  (1)
  (2)
  (3)
  (4)
  (5)
  (6)
  (7)
  (8)
  (9)
(10)

10

2
9
8

7
1

엑셀레버
후드개방레버
변속레버
HST변속페달
브레이크페달
시동스위치
원터치 승하강 레버
속도고정레버
엔진 ECO버튼
계기판

6
4
5

3

Pt2O2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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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시동스위치

2-

HST 변속페달

엑셀레버

2

PT2O203a

(1) 시동키

PZ3O205a

(1) 엑셀레버

(1) HST 변속페달

주행속도를 조정하는 페달이며 주행, 중
립 조작을 페달로 합니다.

정지

엔진이 정지되는 위치

엔진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운전

엔진이 회전중인 위치

시동

엔진을 시동하는위치, 시동후 손을
떼면 자동으로 "운전" 위치로 되돌
아 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시동이 되지 않음)

레버를 앞쪽으로 당기면 회전수가 상승하
고 레버를 뒤쪽으로 밀면 회전수가 내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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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2O206b

• 통상의 이동 주행이나 이앙작업 시에는
"작업범위" 안에서 조작하십시오.

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느려져
정지합니다.
• 통상적인 주행에서 정지하고자 할 때에
는 HST 변속페달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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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80
변속레버

파워스티어링 핸들

브레이크 페달

C

1
B
D
A

PZ3O206a

Pt2O204a

PZ2O210b

(1) 변속레버
(A) 후진   (B) 포장전진   (C) 노상   (D) 중립  

(1) 파워스티어링 핸들

(1) 브레이크 페달

"포장작업", "중립", "노상주행", "전진",
"후진"의 위치를 정하는 레버입니다.

파워스티어링은 엔진 운전 중에만 작동하
여 핸들 조작이 가볍습니다.

긴급정지 시에 사용합니다.

• 작업시에는 포장작업 구간에서 실시하
십시오. 자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
시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하십시오.

엔진정지 중이거나 불필요하게 핸들을 많
이 돌리면(주행하지 않고 핸들을 꺾는 것)
타이어 마모를 빠르게 하므로 피해 주십
시오.

경

고

• 전진 또는 후진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HST변속페달은 강제적으로 중
립으로 복귀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HST 변속페달을 조작
하지 말아 주십시오.

• 묘보급시나 의자로부터 자리를 떠날
때는 변속레버를 반드시 중립에 위치
하십시오. (HST 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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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주차브레이크 고정레버

2-

운전석 의자

2

PZ2O212b

PZ2O213A

(1) 주차브레이크 고정레버

(1) 핸들

정차시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아
속도를 줄여 정차하십시오. 주차시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걸릴때까지 힘껏 밟아
주십시오. 해제시에는 고정레버를 앞쪽으
로 밀어 주십시오.

운전석의 전후조절은 의자우측 하단의 핸
들을 위로 당기면서 시트를 전후로 이동
시키면 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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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넬
▶ 마카좌
좌측 마카 작동 시 램프가 1.5
초간 점멸 후 OFF됩니다.

▶ 마카우
우측 마카 작동 시 램프가 1.5
초간 점멸 후 OFF됩니다.

Pt2O210b

▶ LCD 표시

• 적산표시는 소숫점 아래는 6분단위를
10등분하여 표시하고, 소수점 위는 시간
을 표시합니다.
• 센서 에러 표시는 이앙컨트롤러의 센서
에러 입력시 LCD에 평시 표시와 센서에
러표시를 2초간 교번으로 표시합니다.
Pt2O211b

평시 연료레벨 적산을 표시합니다.
• 연료 레벨은 연료를 7등분하여 7단계로
표시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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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각 램프
▶ 수온과열
냉각수가 110도로 5초간 지속되
면 0.5초 주기로 점멸하고 100
도 이하에서 OFF됩니다.

▶ 엔진오일램프(유압경보)

▶ 연료부족경고램프

엔진오일 압력이 낮은 경우
점등 됩니다.

연료 부족 시 점멸합니다.
▶ 시비 떨어짐램프

▶ 식부자동램프
▶ 예열
디젤엔진 적용 차량에서 키온
시 8초동안 ON후 OFF됩니다.
▶ 충전램프(충전경보)
시동 스위치가 "ON"상태일 때
점등되었다가 시동(ST)이 걸리
면 소등됩니다.

경

고

•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주행을 하
거나 엔진오일이 규정치인데도 경고
등이 점등된 상태로 주행하면 엔진이
소착 될 수있으므로 점검하시기 바랍
니다.

식부자동 스위치가 ON일 때
점등합니다.

2

시비 떨어짐 신호 시 3초 점멸
후 점등합니다.
▶ 시비 막힘램프

▶ 스마트턴램프

시비 막힘 신호 시 3초간 점멸

스마트턴 버튼이 ON일 때 점
등합니다.

후 점등합니다.

▶ 직진 자동램프
▶ 모떨어짐램프
이앙부 모 부족시 점멸합니다.

직진 자율주행 기능 실행 시
점등합니다.

▶ 점검등

▶ 시작점 표시 램프

센서 에러시 점멸합니다.

직진 자율주행 기능 시작점 등
록 시 점등합니다.

▶ 송풍기 OFF
송풍기 OFF시 3초 점멸 후
점등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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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점 표시 램프
직진 자율주행 기능 종료점 등
록 시 점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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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DRP80
이앙 컨트롤러
이앙부 원터치 승하강 레버

유압 절환 스위치
작할 수 있습니다.

1

좌 조작을 동일방향 두 번 조작 시 펼쳐
진 마커가 초기 위치로 복귀합니다.

B
C

좌 마커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우 조작
시 좌 마커는 초기 위치로 복귀하고 우
마카가 작동합니다.

D
A

PZ3O211a

(1) 이앙부 원터치 승하강 레버
(A) 상승
(B) 하강
(C) 마커 좌
(D) 마커 우

이앙 레버 스위치를 상승, 하강 작동 시 이
앙부가 원터치로 상승, 하강 작동이 가능
합니다. 원터치 상승, 하강 도중에 반대 방
향 작동 시 이앙부가 현재 위치에서 정지
합니다.
▶ 조작방법:
• 계기판넬의 이앙레버를 상승, 하강 조
작에 따라 이앙부를 원터치로 상승, 하
강 작동이 가능합니다.
• 마커 좌,우 조작 시 마커를 수동으로 조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10

• 이앙레버를 하강으로 한번 조작 시 이
앙부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하강하고,
계기판의 이앙클러치 램프가 점등 됩니
다. 이 때, 이앙레버를 한번 더 하강 조
작 시 이앙클러치 램프가 소등되고, 이
앙클러치가 연결되어 이앙 작업이 가능
해 집니다.
• 이앙작업 중 이앙레버를 상승으로 조작
시 이앙클러치가 끊어지고, 마커가 작
동중인 상태일 경우 초기 위치로 복귀
하고 이앙부는 상승합니다.

1
A

B

pz3O214a

(1) 유압 절환 스위치
(A) 잠금

(B) 해제

유압 절환 스위치를 "잠금"으로 작동 시
이앙부의 상승, 하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시동중에도 "잠금" 위치로 두면 이
앙부를 조작해도 이앙부는 상승, 하강을
하지 않습니다.
이앙 작업 시에는 유압 절환 스위치를 해
제 상태로 작업 하십시오.

중

요

• 조작할 때는 "해제" 또는 "잠금" 위
치로 완전히 돌려 주십시오.

2021-01-14 오전 11:11:44

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편리한 모공급 버튼

2- 11

감도조절 다이얼

2
A
1

pt2O229a

주
pT2O244a

(1) 편리한 모공급 스위치
(2) 선택 다이얼

계기판넬의 편리한 모공급 버튼을 눌러
"ON"하면 설정된 위치까지 이앙부가 작
동합니다. 설정된 위치는 계기판넬의 선
택 다이얼을 좌,우로 조작하여 위치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B

기

이 기능은 이앙작업 도중 이앙부를
설정된 위치까지 원터치로 상승시켜
모공급 시 편안한 자세로 모를 공급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pz3O212a

(1) 감도조절 다이얼
(A) 부드러움

(B) 단단함

감도조절 다이얼은 플로트에 의한 논표면
의 정지(整地)를 최상으로 하기 위해 논표
면의 상태에 맞추어 이앙부 상하 움직임
의 감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이앙레버를 하강으로 2번 조작 시 이앙클
러치가 작동하고 감도 조정 볼륨의 설정
된 값을 기준으로 포장지의 상태를 검출
하여 자동으로 경심 제어가 작동됩니다.
감도 설정 볼륨을 민감~둔감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포장지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작업 선택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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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DRP80
스마트 턴 버튼

선택 다이얼
계기판넬의 스마트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스마트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턴 버튼을 작동하면 정상적인 이
앙작업을 수행하고 회전 시 별도의 이앙
레버를 상승없이 핸들 조향을 하면 자동
으로 마커가 초기위치로 복귀하고 이앙클
러치가 끊어지며 이앙부가 상승합니다.

1

pz3O216a

(1) 스마트 턴 버튼

선회 이후 핸들을 직진으로 정렬하면 이
앙부가 하강하고 일정 거리를 주행 시 마
커와 이앙클러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이

B
C

A
1

pz3O217a

(1) 선택 다이얼
(A) 이전
(C) 다음

(B) 누름 선택

계기판넬의 선택 다이얼을 누르면 수평제
어 기능, 묘탑 정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pt2O232a

앙레버를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앙작

1

업이 가능합니다.
pz3O217a

(1) 선택 다이얼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12

일정거리는 계기판넬의 선택 다이얼로 "
이앙시작" 설정값을 조정하면 이앙시작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1-01-14 오전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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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묘탑 정렬 기능

수평제어 기능

2
pt2O231b

pt2O232b

pt2O235b

pt2O233b

pt2O236b

pt2O234b

pt2O237b

이앙레버 하강 시 자동 수평제어가 작동
합니다.
계기판넬의 선택 다이얼로 이앙부의 수평
조절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좌
/우 7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앙작업 중 이앙부 상승 시 본기와 이앙
부가 평행하게 수평실린더를 작동하여 정
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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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DRP80
엔진 ECO 버튼 (디젤 사양)
계기판넬의 선택다이얼을 조작하여 묘탑
정렬 기능을 선택하면 디스플레이에 음영
처리가 되고 다이얼을 돌려 시작을 선택
하면 기능이 시작되고, 이앙 클러치가 연
결됩니다.

주

기

• 이앙레버를 상승으로 조작하지 않고
키로 시동 시는 엔진이 "OFF"되고 3
초 이후 시동되며, 시동이 걸린 상태
에서 이앙레버를 상승으로 조작해도
시동 출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의자 우측 하단의 주변속 레버를 중립 혹
은 전진 상태에 두고 악셀 페달을 조작하
여 PTO를 구동하면 묘탑재대가 시작 위
치에서 정지합니다.
pz3O218a

(1) 엔진 ECO 스위치

계기판넬의 엔진 ECO 버튼을 작동하고
이앙 작업 시 엑셀레버를 아이들(초기위
치) 위치로 5초 이상 두면 엔진이 자동으
로 "OFF"됩니다.
엔진이 자동 "OFF"되면 엔진 ECO 버튼의
램프가 점멸하여 엔진 ECO 기능이 실행
중임을 표시하고, 이때 이앙레버를 상승
으로 조작 시 엔진이 재시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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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각조 클러치 버튼

모떼기량 조절 다이얼

2- 15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

2
A

B
1

1
pt2O205a

(1) 각조 클러치 버튼

• 1,2 / 3,4 / 5,6 / 7,8 각조 버튼 작동 시 각
조 클러치가 작동하여 각 조의 이앙클러
치를 "OFF"합니다.
• 3,4조는 각조 단독으로 작동은 불가합니
다.

주

A

B
1

pz3O220a

pz3O213a

(1) 모떼기량 조절 다이얼
(A) 적음
(B) 많음

(1)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
(A) 얕게

계기판넬의 모떼기량 조절 다이얼을 조작
하면 모떼기량이 조절되며, 총 10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계기판넬의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을 조작
하면 플로트판의 높이를 조절하여 모의
심음 깊이가 조절되며, 총 7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B) 깊게

기

• 1,2 / 5,6 좌,우 각조 클러치와 동시
작동시는 가능합니다.

• 시동 "OFF"후 "ON" 시는 각조 클러치가
모두 초기화되어 연결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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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DRP80
균평 입/절 버튼
균평 장치 높이 조절 기능
1

낮음
pt2O239b

pt2O238b

계기판넬의 선택다이얼을 조작하여 식부
자동기능을 "ON"상태로 두면 일정 차량
속도 이상에서 식부 깊이가 더 깊게 변경
됩니다.

pz3O221a

(1) 균평 입/절 버튼

계기판넬의 선택다이얼을 조작하여 균평
높이를 조절하면 균평장치의 높이가 조절
됩니다.
균평장치의 평균 높이는 심음깊이에 따라
자동 조절됩니다.

로터깊이를 조절할 때와 수납 시 사용합
니다.
계기판넬의 균평 수납 기능 버튼을 조작
하면 균평 장치를 수납 위치까지 상승시
키고, PTO 동력을 끊어줍니다.

주

이앙레버를 조작하여 PTO 동력 상태를
결정하며, 하강 조작 시 균평장치가 하강
하여 동력이 연결되고, 상승 입력 시 균평
장치가 상승하여 동력이 차단됩니다.

기

• 균평장치를 조작시킬 때에는 심음깊

이 조절 다이얼과 함께 조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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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2- 17

작업장치의 명칭과 취급
경보정지 스위치

전륜차동로크 페달

콤비네이션 스위치

3

A

1

2

B

(1) 경보정지스위치

(1) 전륜차동로크 페달

경보부저를 정지하는 스위치입니다.
연결
(램프 점등)

이상이 발생하여도 경보부저
가 울리지 않습니다. 단, 후진
경보과 에러검출 기능에 의
한 부저출력은 제외합니다.

끊음
(램프 소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 부저가
울립니다.

2

PZ2O216A

Pt2O206a

(1) 혼
(3) 방향지시 스위치
(A) 우점멸

전륜의 좌ᆞ우가 같은 회전속도로 구동되
는 장치로서 슬립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경

고

• 페달을 밟으면 로크된다.
• 페달에서 발을 떼면 해제된다.

PZ3O209a

(2) 램프스위치
(B) 좌점멸

• OFF: 헤드램프가 소등됩니다.
•

: 헤드램프가 점등됩니다.

▶ 방향지시 스위치
선회방향으로 조작하면 방향지시 램프가
점멸합니다.
선회가 끝나면 스위치를 중앙으로 돌려
주십시오.
▶ 혼 스위치
혼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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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 DRP80
수평센서 / 각속도 센서

크루즈시프팅 레버

1
PZ3O223a

PZ3O210a

(1) 크로즈시프팅 레버
(A) 속도증가

pz2O223A

(1) 수평센서

(1) 각속도 센서

본기 상태와 무관하게 이앙부가 항상 절
대 수평이 되도록 컨트롤러로 센서값을
출력하여 수평제어를 행하는 기능을 합니
다.

본기의 기울어지는 속도와 각도가 방위값
을 벗어나면 센서값을 컨트롤러에서 읽어
수평솔레이노이드에 출력을 보내는 기능
을 합니다.

(B) 정지

이 레버는 작업에 필요한 속도를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 원하는 작업 속도를 고
정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밀면 속도가 증가하고, 당기면 속
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속도가 증가하면
엔진 RPM도 동시에 증가되도록 레버와
엔진 RPM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시에 이 레버를 사용하면 페달을 밟
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피로를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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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복귀 스위치

주간변속 레버

2- 19

백업기능

2
1

PZ3O224a

PZ3O226A

PZ3O225a

(1) 평행복귀 스위치

(1) 주간변속 레버

(1) 변속레버
(A) 이앙부 상승

이앙클러치 레버를 중립 혹은 상승으로
조작하면 평행복귀 스위치가 작동하여 이
앙부를 본기 기울어짐 상태와 동일하게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앙주간의 조절을 행하는 레버입니다. 6
단계의 주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속레버를 후진 변속하면 자동으로 이앙
부가 상승하고 이앙 클러치가 끊어지면서
이앙마카도 접힙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19

주

기

재작업시는 다시 이앙 클러치 레버로 이
앙부를 하강시켜야 합니다.

• 출하시는 16cm / 70 위치입니다.
주간(cm)

30

25

22

18

16

14

주수(주/3.3㎡)

37

43

50

60

70

80

2021-01-14 오전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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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탱크

라인마카

센터마카

668O230A

pz2O227b

Pt2O207A

(1) 연료탱크

(1) 라인마카

(1) 마스코트

운전석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묘를 똑바로 심고 인접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센터마카는 라인마카로 끌린 선위를 직진
해 가기 위한 표적이 됩니다.

연료탱크 용량
40 L

주

기

• 이앙부를 상승시키면 라인마카는 자
동적으로 수납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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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인접마카
센터마카램프
1) 난기운전(점등)
2) 좌/우측 경로이탈(0.5초 점멸 3회)
3) 하강미입력(점등 2초)

2

4) 직진거리부족(0.5초 점멸 3회)
5) 엔진정지(점등: 엔진출력 완료 시까지)

주

기

※ 직진 자동 상태 조건
Pt2O253A

(1) 녹색램프(직진 자동 동작 상태)
(2) 황색램프(수동 조작 상태)
(3) 적색램프(경고등)

▶ 녹색램프(직진 자동 동작 상태)
이앙기가 직진 자동 상태이면 센터마카
에 녹색불이 점멸됩니다(점멸주기 1초).
▶ 황색램프(수동 조작 상태)
직진 자동 상태와 모터 출력이 OFF 일
경우 센터마카에 황색불이 점멸 됩니다
(점멸주기 1초).
▶ 적색램프(경고등)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센터마카에 적색불이 점멸 됩니다(점멸
주기참조).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21

1) 조향센서 값이 주행방위각과 일치
2) 최초 선회가 완료되고 이앙부가 하
강하였을 경우
3) 직진 동작 상태가 해제 되었을 경우
선회동작을 인식하기 전까지 직진동
작 상태를 ON 하지 않는 경우
4) 시작점, 종료점의 직선과 평행할 경우

Pt2O208A

(1) 인접마카

적정 인접모 조간 사이를 지키도록 인접
을 맞추어 나아갑니다. 특히, 각조로의 이
앙이나 라인마크로 끌린 선을 보기가 어
려울 때에 사용합니다.

※ 직진 자동상태 해제 조건
1) 직진 자동 상태에서 직진 주행 시작
스위치가 ON 일 경우 또는 이앙부 하
강상태가 되지 않을 때 모터 출력을
제한할 경우
2) 직진 자동 상태에서 직진 준비 모드로
전환 될 경우

2021-01-14 오전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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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경보 정지스위
치를 누르면 경보부저는 정지되고 모
니터의 경보램프는 이상원인을 없애
면 소등합니다. 단지, 묘보충경보는
모를 보급하지 않으면 경보부저가 정
지하지 않습니다.

• 묘보충 경보 이외의 부저는 8회 울리
고 정지합니다. 또한 경보부저가 울
리고 있을 때 다른 이상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8회 울립니다.

• 이앙클러치레버가 "상승", "중립" 위
치시에는 이상이 발생하여도 경보부
저가 울리지 않습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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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자율주행 기능
일반사항

각부 명칭

본 기능은 기대가 직진 상태에서 일정 설
정 구간을 자동으로 직진 주행할 수 있도
록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DRP60DZFA기
종에만 적용됩니다.

2

운전자는 반드시 시트에 앉아 안전을 확
인하면서 작업하십시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수동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직진 유지 기능은 다음 조건에서는 사용
을 삼가해 주십시오.
- 논의 지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
- 논두렁이 불안정한 경우
- 논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 논 가장자리에서 모내기 작업하는 경우
- 논의 형태가 곧지 않은 경우
- 논에 사람이 있는 경우

Pt2O209a

(1) GPS 모듈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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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 DRP80
기능 설명
GPS 모듈

중

•

요

GPS에서 발신되는 전파는 물건이
나 수목을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
래와 같은 장소에서는 수신을 할 수
없습니다.
- 실내나 터널 등 지붕이 있는 장소
- 가까이에 높은 건물이 있는 장소

Pt1O256a

Pz3O230a

(2) 조작 레버
(3) 계기판
(4) 감도 다이얼

(1) GPS 모듈

• 전주 및 철탑 아래에서는 수신이 불
가 할 수 있습니다.

GPS 모듈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이앙기의 위치정보를 취득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24

- 가까이에 산이나 높은 나무가 있는
장소

주

기

• 정상수신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수신상태가 안좋아지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수신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30~60분 정도 수동
조작 운전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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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레버

주

기

•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여 직진 주
행 시에는 중속으로 주행하십시오.

• 자율주행

시 주변속 레버를 갑작스
럽게 조작하지 마십시오.

2

• 자세제어
Pz3O231a

(1) 조작 레버

조작 레버는 직진 자동 주행을 실행하는
레버로써 시작점, 종료점 등록 및 직진 자
동 주행 실행과 종료를 결정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25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차체가 흔들려도 직진성을 유지하
지만 바닥의 상태에 따라 자세 유지
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 포장지 노면의 굴곡 상태에 따라 직
진 상태 유지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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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1) 직진 자동램프
(2) 시작점 램프 (좌측경로 이탈경고)
(3) 종료점 램프 (우측경로 이탈경고)
(4) LCD 모니터

4

계기판 LCD 표시
▶ 위치신호 없음

Pt2O246a

2

3

1

Pt2O240b

작업 시 LCD 모니터에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표시 내용

▶ 수동주행

NO

표시 메시지

1

위치신호 없음

GPS 위치정보 수신 불가

GPS 수신 후 자동 조타 기능 수행

2

수동주행

수동 조타 우선 중

직진주행을 종료한 후 수동으로 조작

3

난기운전

센서 난기 운전  중

냉각수가 55도 이상일 때 표시가 사라지
고 직진주행 램프가 점등 될 때 까지 대기

4

하강 미입력

식부부가 접지되어 있지 않음 식부부를 내린 상태에서 직진주행 기능 시작

5

직진거리 부족

수동 직진 거리 부족

6

우측경로 이탈

차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짐

7

좌측경로 이탈

차체가 좌측으로 기울어짐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26

설명

Pt2O247a

3m 직진한 후, 직진주행 기능 시작
차체의 방향을 조정한 후, 직진주행 기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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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기운전

▶ 직진거리 부족

2- 27

▶ 좌측경로 이탈

2

Pt2O248a

▶ 하강 미입력

Pt2O252a

▶ 우측경로 이탈

Pt2O2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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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2O250a

Pt2O251a

2021-01-14 오전 11:11:59

2- 28 DRP80
직진 자율주행 운전방법
안전 유의사항

감도 다이얼

주

작업 절차

의

• 직진 유지 기능을 사용 시 장애물 등의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수동으로 핸들
을 조작하여 위험을 피하십시오.

• 이동 및

운반을 할 때에는 필요에 따
라 GPS 모듈을 분리하십시오. 장애물
에 접촉하여 파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Pt1O258a

(1) 감도 다이얼

포장지의 상태에 따라 감도 다이얼을 조
정하여 조향 핸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의 논에서는 「표준」상태에 맞추고
무른 논에서는 「무름」에, 단단한 논에
서는 「단단한 논」으로 설정하십시오.

• GPS 모듈 주변에 로프 등을 걸치지 마
십시오.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PZ3O203a

• GPS 위치정보가 일시적으로 불안정

(1) 키 스위치

• GPS 상단에 차양막등 GPS 수신을

1. 변속 레버를 중립에 두고 엔진을 시동
하십시오.

해져 인접 모와의 실제 간격이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해하는 물체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GPS가 수신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2. GPS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힐 때까지
난기운전을 실행하십시오.

작업 진행중에 기대의 직진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차속을 좀 낮추거나 감도 다
이얼을 좌, 우로 적정하게 돌려 조정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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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레버 작동 기능

주

의

• 자동주행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경
우 조작레버를 아래로 눌러 자동주행
을 완전히 종료하거나 자동 주행중에
핸들을 강하게 좌 또는 우로 틀면 수동
주행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자동 주행
중에 이앙 레버를 상승하여도 수동 주
행으로 변경됩니다.

Pt2O241B

(1) 직진 자동램프

3. 직진 자동램프가 점등되고 LCD모니터
에 GPS 글자가 표시되면 직진 자율주
행 기능 설정 준비가 완료됩니다.

2

• 조작레버를 아래로 눌러 자동주행을
완전히 종료한 상태에서는 다시 자동
주행을 재시작 할 경우 1항부터 과정
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Pz3O232a

(1) 조작 레버

(A) 전: 시작점(S) 등록
(B) 후: 종료점(E) 등록
(C) 상: 직진 자율주행 ON/OFF
(D) 하: 직진 자율주행 해제
1. 첫 줄 시작 시에 조작 레버를 작동하여
시작점과 종료점을 등록하십시오. 시작
점과 종료점 등록시 이앙클러치 레버
위치는 「이앙」또는「하강」으로 두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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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점에서 조작레버를 전진 방향으로
한번 밀어줍니다. (정상적으로 등록 시
계기판 좌측하단 시작점 등록 램프가
점등됩니다. 점등되지 않을 시 같은 방
법으로 재설정 하십시오.)
3. 시작점 등록 후 첫줄의 끝지점으로 이
동하여 끝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조작레
버를 후진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정상
적으로 등록 시 계기판 우측하단 종료
점 등록 램프가 점등됩니다. 점등되지
않을 시 같은 방법으로 재설정 하십시
오.)

작레버를 하 방향으로 내려 직진자율주
행 종료 및 설정을 리셋합니다.

주

기

안전기능:

• 직진 주행 기능 동작 중 기대가 경로
를 20cm 이상 이탈하였을 경우 안전
을 위하여 자동으로 기능 정지 및 엔
진 시동이 꺼집니다.

• 직진 주행 기능 동작 중 핸들을 2초

이상 강제 조작 시 기능이 정지됩니다.

4. 다음 줄부터는 이앙부를 하강한 상태로
첫줄에 설정한 기준선에 평행하게 3m
이상 직진하여 자동주행을 시작하십시
오.
5. 직진주행 레버를 다시 위쪽으로 들거나,
이앙부를 상승시켜 자동주행을 중지하
고 수동주행으로 다음줄로 회전하십시
오.
6. 4항, 5항을 반복하여 실행합니다.
7. 작업을 완료한 후 논의 끝지점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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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레버 작동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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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DRP80
측조시비기
각부의 명칭과 기능

PZ2O250b

(1) 비료통
(3) 송풍관

(2) 송풍기

비료적재용량
20kg x 3 = 60kg

▶ 송풍기
송풍관에 바람을 불어 비료를 하강시켜
줍니다.

PZ2O251b

(1) 주변속레버

(2) 롤케이스 록크레버

(1) 비료공급케이스 상/하
(2) 비료공급조절 솔
(3) 비료공급 롤

▶ 주변속레버

▶ 비료공급케이스 상/하

레버를 위로 올리면 시비기가 작동하고
아래로 내리면 송풍기와 시비기의 작동이
멈춥니다.

공급 롤 보호 및 지지케이스

▶ 비료공급조절 솔
비료시비량을 일정하게 해주는 솔

▶ 롤케이스 록크레버
레버(6개)를 아래로 내리면 시비기 전체
를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청소 및 부품관
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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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기

• 롤홈에 비료가 굳어 있으면 비료를
정상적으로 뿌릴 수 없습니다.

2

• 작업 후 청소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PZ2O253b

(1) 비료량 조절레버

(1) 조 클러치레버

비료량을 조절합니다.

주

▶ 조 클러치 레버

의

• 비료통 상단의 조견표를 참조하여 조
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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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4 DRP80
작업 전 준비사항
▶ 차량운반 시
•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 할 시에는 플로우
터 부의 홈 작조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
하시고 측조시비기 프레임에 로프를 걸
어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호퍼통 뚜껑을 단단히 체결하여 뚜껑이
임의로 열려 파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PZ2O255B

(1) 비료배출호스

(2) 비료공급호스

PZ2O256B

(1) 복토판

(2) 배출부츠 작조기

▶ 배출호스

▶ 복토판

쓰고남은 비료를 배출합니다.

비료를 흙으로 덮어줍니다.

주

의

• 작업 후 비료통 및 비료공급케이스 내
비료는 반드시 제거 해 주십시오.

▶ 비료호스

주

• 호스경로가 꼬이거나 변형 시 비료막
힘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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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배출부츠 작조기

주

기

• 작업 후 비료 잔량이 남으면 반드시

• 모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설치.

의

• 비료통 내부에는 이물질을 투입하지 말
고 물기가 없도록 유지시켜 주십시오.

주

비료를 공급하며 시비할 곳의 홈을 만듭
니다.

비료를 공급합니다.

▶ 비료준비

의

• 주름관 경로가 변형 시 비료막힘의 원

비료를 비우고 습기가 없도록 하십시
오. 시비기내에서 비료가 굳으면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 비료통 내부에 비료덩어리가 뭉쳐있거
나 롤러에 엉킴이 없도록 관리하십시오.
• 비료는 젖어있거나 습기를 흡수 해 덩어
리 진 상태로 비료통에 투입하지 마십시
오.

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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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방법 및 작업 중 주의사항
▶ 시비량 사전 확인 및 조절 : 묘탑에 묘를
탑재하지 마십시오.
① 시비량의 사전확인은 식부부를 지면에
서 30~40cm 정도 올리고 유압정지 합
니다.
② 각조의 홈 작조 밑에 비료를 담을 그릇
을 놓습니다. (높은 그릇사용)
③ 묘가 없는 상태로 로터케이스를 100
또는 200회 회전합니다.
④ 각 조마다 비료의 중량을 측정하여 계
획 시비량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⑤ 시비량의 조절기로 조견표를 참조하여
조절하십시오.

주

기

• 비료의 형태에 따라 시비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비량을 확인 후 작업
하십시오.

▶ 작업방법
• 비료가 비료통에 충분한지 확인하십시
오.
• 주변속레버(스위치)를 "입"위치로 하십
시오.
• 송풍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서서히 출발하면서 측조시비기가 구동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앙기를 논에 정지 시에는 반드시 묘탑
을 상승시키고 유압하강 스톱을 하십시오.
플로우트에 부착되어 있는 홈작조 주름
관에 진흙으로 막히면 시비가 정상으로
되지않습니다.

2

• 작업 중 구동하고 있는 동력전달장치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 작업 중 주의사항
• 식부도중에 정지 시에는 호스내부의 전
체 비료 잔량이 살포될 수가 있으니 멈추
지 마십시오 (부분 과다 시비 발생)
• 비료보급은 논두렁에서 하시고 논 중앙
에서는 피하십시오.
• 급 정지 시 비료가 많이 배출 될 수가 있
으니 서서히 출발, 또는 정지 하십시오.
• 회전 시에는 식부부를 올리고 회전하십
시오.
• 작업 중 홈작조부의 비료배출 및 롤케이
스 정상작동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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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 DRP80
작업 후 관리방법
▶ 작업 후 점검

▶ 작업 후 기대보관

• 비료배출구 호스에 비료포대를 대고 배
출고 레버를 열어 비료를 비료통에서 완
전히 제거 해 주십시오.

• 시동이 걸려 있는 상테에서 측조시비기
의 점검, 정비 시 상해사고가 발생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엔진시동을 꺼 주십시오.

• 비료공급케이스 내부 및 롤 홈에 있는 비
료를 배출하기 위해 시비기를 작동시켜
배출시키거나 비료공급케이스를 분해하
여 제거 해 주십시오.

• 만약 측조시비기를 물로 세척하셨으면
반드시 완전히 건조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작업이 끝나고 비료통에 비료를 방치
해 두면 비료가 수분을 흡수하여 굳어
져 비료공급케이스 정상작동이 되지
않고 측조시비기의 고장의 원인이 됩
니다.

• 비료성분은 금속제 및 기타부품을 쉽게
상하게 하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 승용이앙기용 측조시비기 보관시에는
사이드범퍼를 내려서 홈작조 및 플로우
터에 부착되어 있는 복토판이 상하지 않
도록 보관하여 주십시오.

▶ 측조시비기로 시비를 하면 이런 점이 좋
습니다.
1. 벼의 생육편차가 적습니다.
비료량과 시비 깊이가 일정하고 포기
옆에 정확하게 시비가 되어 생육의 편
차가 매우 적어 고품질의 쌀 수확이 가
능합니다.
2. 뿌리부근에 시비를 일정하게 해 주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관행보다 좋습니
다
3. 출수기가 관행과 비교 약3일정도 더
빠릅니다.
4. 완효성비료로 측조시비를 했을 경우
뿌리의 활착 및 과잉생육 조절이 됩니
다.
5. 완효성비료로 측조시비를 했을 경우
약10%의 다수확이 가능합니다.
6. 토양질소의 조절로 도복이 경감합니
다.
7. 시비 후 비료를 복토하므로 표층에서
잡초 발생이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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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경제초를 위한 노동력을 줄여줍니
다.
9. 단한번비료의 사용으로 노동력 절감
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 3번의 시비 → 1번 시비

2

10. 필요한 만큼만 시비를 하여 복토 하므
로 비료성분의 유실이 거의 없고 하천
이나 강,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 친
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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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 DRP80
작업 중 문제발생 대처요령
▶ 시비가 되지 않을 때
원

인

처리방법

PTO레버가 OFF위치에 있습니까?

레버를 ON위치로 해 주십시오.

조정지 레버가 "절"위치에 있습니까?

레버를 "입"위치로 해 주십시오.
연결대가 빠져있으면 연결 해 주십시오.

시비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클러치베어링을 확인 후 교체하십시오.
비료공급케이스가 비료로 뭉쳐있습니까?

공급케이스를 분해해서 청소 하십시오.

호스가 막혀있습니까?

분해해서 청소를 하십시오.

▶ 시비롤은 돌아가는데 시비가 되지 않거나 각조별 시비량이 다를 때
원

인

처리방법

송풍기가 작동합니까?

송풍기 관련(배선,리밋스위치)점검

시비롤에 젖은 비료가 뭉쳐있습니까?

공급케이스를 분해해서 청소를 하십시오.

공급한 비료가 젖어 있습니까?

습하고 젖은 비료를 배출하고 건조한 새 비료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조정지레버가 "절"위치에 있습니까?

레버를 "입"위치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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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량이 과다하게 다를 때
원

인

처리방법

시비량 조절은 맞게 했습니까?

조견표를 보고 조절을 잘 하십시오.

식부주수는 제대로 설정 했습니까?

식부주수를 맞게 조절하십시오.

이앙기의 슬립이 많습니까?

수심을 1~2cm로 유지해 주시고 보조차륜을 사용하여 슬립을 줄여주세요.

2

▶ 이앙한 묘의 자세가 흐트러진다
원

인

처리방법

논에 짚이나 풀이 많습니까?

가능한 한 논에 짚이나 풀은 제거하십시오..

홈작조가 비틀려 있거나 풀려있습니까?

홈작조를 플로트에 잘 조립 해 주십시오.

▶ 시비한 비료가 복토가 잘 되지 않는다
원

인

처리방법

논에 짚이나 풀이 많습니까?

가능한 한 논에 짚이나 풀은 제거하십시오.

복토판이 비틀려 있거나 풀려 있습니까?

복토판을 플로트에 잘 조립 해 주십시오.

논흙이 너무 단단하거나 물이 없습니까?

복토판 경사를 조정하십시오.
경도를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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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한 비료가 복토가 잘 되지 않는다
구

분

전장품

동력전달부

현

상

원

인

조치방법

비료공급 또는 막힘 경보 등

비료가 떨어졌다
비료의 호스막힘
볼륨센서 민감

비료공급
호스 청소 또는 이탈 점검
볼륨센서 둔함 방향 조정

작동이 안된다

주변속레버 와이어 결속미흡
변속케이스 작동불량

와이어 결속확인
변속케이스 작동확인

비료가 적게 나오거나 안나온다

시비롤 홈부에 비료가 굳어있다

로크레버 6개 오픈
시비롤 홈부 청소

롤과 솔의 간격이 넓다

롤과 솔끝을 일치되도록 조립

사용비료 입자가 작다

측조시비기용 비료 사용 입자(2.5~4.5)

회전판 정량홀 사용

회전판 소량홀 이동조립

시비롤부
송출량이 많다

호스부

호스막힘, 이탈

플로터부 부츠 흙 뭉침 호스밴드 풀림
묘이송 캠 작동 간섭

이앙작업 시 적정 담수
(논물이 적을 경우 배출부측에 흙이 뭉쳐 막힐 수 있음)

작조구
복토판

검불을 끌고 다닌다
모를 넘어뜨린다

검불
복토판 풀림, 조립위치

짚이나 검불은 걷어낸다
복토판 정위치 조립

이동 중 호퍼 파손

주행 중 호퍼뚜껑 열림

트럭에 이앙기 상차 시 역방향 상차 및 뚜껑 체결확인

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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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2- 41

주요제원
구 분

모델명

형식

HTO - 6

HTO - 8

적용이앙기

6조 승용이앙기

8조 승용이앙기

중량

55

61

조수

6

8

시비경보장치

유

유

비료보급장치

유

유

조 정지 장치

유

유

호퍼용량(kg)

60(20X3개)

80(20X4개)

시비깊이(mm)

40(묘 측면: 50)

40(묘 측면: 50)

사용비료

입상비료

입상비료

형식

홈로울러 방식

홈로울러 방식

조간(cm)

30

30

작업능률(분/10a)

10~

8~

시비량(kg/10a)

이앙기-PT200(DRP80)-한글-02.indd 41

50주(37주)

5 ~ 25 (6 ~ 30)

55주(43주)

5 ~ 28 (7 ~ 34)

60주(50주)

5 ~ 30 (5 ~ 29)

70주(60주)

6 ~ 35 (5 ~ 35)

80주(70주)

7 ~ 40 (6 ~ 40)

90주(80주)

8 ~ 45 (7 ~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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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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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의 점검

작업 전 점검사항 .................................................................... 3-2
일상점검 항목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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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점검사항

점검은 작업전에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 화기엄금
• 점검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십시오.
• 연료, 오일이 흘렀을 때는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 배선 및 머플러 엔진 주위에 연료, 먼지 등이 묻으면 화재 원인이 되어 위험합니다.
• 매일 작업전에 점검하여 깨끗이 제거 하십시오.

이앙기-PT200(DRP80)-한글-03.indd 2

2021-01-13 오전 10:39:23

운전전의 점검

3-

일상점검 항목

여기를

이렇게 한다

연료탱크

작업에 필요한 연료가 있습니까.

보급합니다. (탱크 용량 40 L)
무연휘발유(가솔린형) / 경유 (디젤형)

엔진오일

오일게이지의 상하눈금 사이에 오일량이 있습니까.

보급합니다. SAE10W-30 또는 SAE 15W-40 , API CD급
이상

밋션

오일게이지의 상하눈금 사이에 오일량이 있습니까.

대동UTF55 10.3 L (SAE 75W-80, API 분류 GL-3급이상)

뒷차축케이스

검유 플러그의 위치까지 오일량이 있습니까.

대동UTF55 5.5 L (SAE 75W-80, API 분류 GL-3급이상)

각 와이어
레버지점 및 회동부

오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를 적당량 바릅니다.

에어클리너

내부의 엘리멘트가 더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는 등유 또는 경유로 세정합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속도고정 레버가 리턴이 됩니까

브레이크 로드를 조정합니다.

계기판넬

엔진을 시동시킬 때 각 모니터가 점멸 작동됩니까

퓨즈, 전구, 배선의 이상을 조사해 처치(교환) 합니다.

밋
션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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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행과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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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방법

PZ2O206b

(1) HST 변속페달

PZ3O203a

PZ3O205a

(1) 엑셀레버

(1) 시동키

2. 엑셀레버를 아이들 상태로 둡니다.

3. 엔진을 시동합니다.

C

1
B
D
A

PZ3O206a

(1) 변속레버
(A) 후진 (B) 전진포장 (C) 노상 (D) 중립

1. HST 변속페달과 변속 레버위치가 "중
립" 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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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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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행에 대하여
이동 주행전의 점검

1. 엑셀레버를 저회전 위치로 합니다.
2. HST 변속페달과 변속레버를 "중립" 위
치로 합니다.

이 제품은 일반도로의 주행은 할 수 없습
니다. 도로 이동시는 트럭을 이용해 주십
시오.

3.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밟습니다.

주

의

• 운전자 외에는 사람을 탑승시키지 마
십시오.

• 잡초가 무성한 장소나, 좁은 농로, 경
사면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주의하여
운행하십시오.

PZ3O401a

(1) 마스코트
(A) 눕힘

4

(2) 본넷트

주

의

• 발판 주위에 물건을 싣지 마시고 묘
탑재대 및 예비묘탑재대에는 모를 싣
지 마십시오.

1. 좌ᆞ우측 라인마카를 확실히 고리에 걸
어 주십시오.
좁은 길 등에서 라인마카가 밖으로 나
와 장애가 될 때는 라인마카의 위치를
변경 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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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ᆞ우측 인접마크를 확실히 수납 하십
시오.
3. 마스코트를 본넷트쪽으로 눕히십시오.

1
A

B

PZ2O403b

pz3O214a

(1) 묘탑재대

(2) 중앙

5. 묘탑재대를 기대 중앙으로 이동시킵니
다.

pz3O402A

(1) 유압 절환 스위치
(A) 잠금

(2) 이앙부 상승
(B) 해제

4. 이앙부를 최대로 위로 올린 후 유압절
환스위치를 "잠금" 위치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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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부 작동방법

1
B
C

1

C

B
D
A

D
A

PZ3O211a

PZ3O206a

(1) 변속레버
(A) 후진 (B) 포장전진

(C) 노상전진

(D) 중립

1. 변속 레버를 "중립" 위치로 합니다.
2. 묘탑재대를 하강합니다. (받침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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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2O206b

(1) 이앙부 원터치 승하강 레버
(A) 상승
(B) 하강
(C) 마커 좌
(D) 마커 우

(1) HST 변속페달

3. 이앙레버를 하강으로 한번 조작 시 이
앙부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하강하고,
계기판의 이앙클러치 램프가 점등 됩니
다. 이 때, 이앙레버를 한번 더 하강 조
작 시 이앙클러치 램프가 소등되고, 이
앙클러치가 연결되어 이앙 작업이 가능
해 집니다

4. HST 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묘탑
재대가 기대 중앙에 왔을 때 HST 변속
페달을 떼어 "중립" 위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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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방법

정차, 주차방법
3. 변속레버를 조작하여 "전진" 또는 "후진"
을 결정하고 HST 변속페달을 밟습니다.

주

• 주행중에 변속 레버를 변속하고자 할

C

1

의

B
D
A

때는 평탄한 장소에서 일단 기계를
완전히 멈춘 후에 행하여 주십시오.

PZ3O206a

(1) 변속레버
(A) 후진 (B) 포장전진

주

의

• 주ᆞ정차시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하
고 비탈길에서는 바퀴에 받침목을 반
드시 사용하십시오.

1. 악셀레버를 "저속" 위치로 하십시오.
2. 변속레버를 "중립" 위치로 합니다.
3.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페달 고정레버로
고정합니다.
4. 엔진을 정지 시키고 시동키를 뺍니다.

(C) 노상전진

주

(D) 중립

의

• 출발시 주위가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출발하십시오.

• 급발진을 삼가해 주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엔진을 시동합니다. (엔진의 시동은 반
드시 운전석에 앉아서 합니다)
2. 변속레버의 위치를 정합니다. (이앙작
업시에는 변속 레버를 반드시 "포장전
진작업" 위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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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에 관해서
트럭과 발판의 준비

주

이앙기의 점검

의

• 발판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길이나
폭(30cm 이상)이 여유가 있는 미끄
럼 방지가 되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이앙기의 싣고, 내리는 방법

발판 주위에는 아무 물건도 싣지 마시고
묘탑재대및 예비묘탑재대의 모는 모두 없
애 주십시오.

• 발판의 고리는 적재함에 단이 없도록

또 빠지지 않게 확실히 걸어 주십시오.

발판의 기준
길이
폭

적재함 높이의 4배 이상

668O405A

4

30cm 이상

수량

2개

강도

1개가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주

의

• 이앙기를 실을 때는 후진, 내릴 때는
전진으로 하십시오.

• 평탄한 장소에서 유도자의 유도 아래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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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위에서의 처치
1. 변속레버를 "포장작업" 위치로 합니다.
2. 주차브레이크 레버를 걸어 주십시오.
3. 이앙부 고정대를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이앙클러치 레버는 하강위치)
4. 차륜 바퀴를 로프로 걸어 확실하게 고
정하여 주십시오.
5. 라인마카는 고리에 확실하게 걸어 주십
시오.
668O406A

1. 변 속 레 버 는 "포 장 작 업" 위 치 로 하 고
HST 변속페달을 천천히 조작하여 저속
으로 주행하여 주십시오.
2. 발판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발판의 중앙
과 좌ᆞ우측 전륜과 후륜의 중심이 일치
하는지 확인 후에 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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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을 할 수 있는 포장과 모의 조건

능숙한 이앙을 하기에는 포장의 조건, 모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이앙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에 대리점 및 영업소 서비스부에 상담하십시오.
포장조건
항목

조건(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

깊이

1. 경반까지의 깊이가 30cm 이상인 논.

2. 경반까지의 깊이가 10cm 이하의 논

토질

1. 사질이 많은 포장.
(손 이앙도 하기 힘든 딱딱한 논)

2. 강 점토질의 논
(걸어가기도 힘든 점토질 논)

경도

1. 써레질 직후의 논 또는 써레질 후 여러날
지나도 굳어지지 않는 무른 논 (걸어간
발자국이 빨리 없어지는 논)

2. 써레질 후 날수가 지나 단단해진 논 또는
써레 후 빨리 굳어지는 논 (손이앙을 하는
데도 손가락이 아플 정도의 딱딱한 논).

수심

1. 물의 깊이가 3cm를 넘는 물이 많은 논

2. 물기가 없어 차륜에 흙이 달라 붙는 논.

협잡물

이앙기-PT200(DRP80)-한글-05.ind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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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조건
항목

묘상

모길이

소질

파종량

조건(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

1. 사질이 많아 묘상이 흐트러지기 쉬운 묘

2. 뿌리 뻗음이 나쁘고 묘상이흐트러지기
쉬운 묘

3. 뿌리 뻗음은 좋으나 뿌리를 잘라 묘상이
흐트러지기 쉬운 묘

4. 뿌리가 지나치게 자라 이앙집게로
분리하기 힘든 묘

5. 묘상 두께(멧트두께) 2cm 이하의 얇은 묘

6. 묘상 두께(멧트두께) 4cm 이상의 두꺼운
묘

1. 길이가 8cm 이하로 짧은 묘

1. 연약하게 도장된묘

1. 최아볏씨로 1상자당 250g 이상 파종한 묘

5

2. 길이가 20cm 이하의 긴 묘

3. 생육차이와 묘가
자라지 않은 부분이
있는 묘

2. 파종이 잘못된묘

2. 최아볏씨로 1상자당 100g이하로 파종한
묘

※ 육묘방법은 각 지구마다 자세한 지도요령이 있으므로 농업지도 기관에 자세한 것을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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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의 점검
이앙기 작업전의 점검
주간변속 조절

횡이송량 변경 조절

피드센서

BD

1
A
1

AC

pz3O501a

PZ3O225a

(1) 주간변속 레버

(1) 횡이송 조절 레버
(A) 18
(B) 20

주수일람표
14cm로부터 30cm사이(6단계)를 선택하
여 주간을 설정합니다.
주간(cm)

30

25

22

18

16

14

주수(주/3.3㎡)

37

43

50

60

70

80

B

(C) 26

(D) 30

모의 종류에 따라(치묘, 중묘, 성묘) 횡 이
송량을 원터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변속레버를 "중립" 에 두고 엔진 회전을
저속으로 합니다.
2. 횡이송 조절레버를 26회, 20회 또는 16
회로 변경합니다.

pz3O212a

(1) 감도조절 다이얼
(A) 부드러움

(B) 단단함

피드센서는 포장의 조건에 따라 그 감도
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얼 명판
의 눈금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우선 최초
는 4의 위치에 고정하여 부판의 정지상태
를 봐서 조정하십시오.

3. 이앙클러치를 넣으면 희망한 횡이송이
선정됩니다.
4. 확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엔진 회
전수를 올리고 이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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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부깊이 제어장치

1. 무른포장 : 부판으로 흙을 밀어내는 경
우 피드센서 레버를 연한방향으로 이동
시켜 흙을 밀지 않을 때까지 조정 (레버
위치1~3)
1

2. 단단한 포장 : 부판이 논의 요철을 충분
히 고르지 못할 때 피드센서 레버를 단
단한 방향으로 이동시키십시오. (레버
위치5~7)
3. 피드센서 레버를 조정을 했을 때 심음
깊이가 변경되는 수가 있으므로 확인하
여 심음깊이의 조정도 동시에 하십시오.
연(1) → 경(2)

깊어진다
(연한땅 → 굳은땅)

경(2) → 연(1)

얕아진다
(굳은땅 → 연한땅)

A
1
pz3O216a

(1) 스마트 턴 버튼

스마트 턴 버튼을 "ON" 하면 자동회전 상
태로 전환됩니다. 이앙기가 선회시에 자
동적으로 이앙부가 상승합니다.
"OFF" 하면 선회시에도 이앙부가 상승하
지 않습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5.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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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3O213a

(1) 심음깊이 조절다이얼
(A) 얕게

5

(B) 깊게

식부깊이 자동조절은 심음 깊이 조절 다
이얼로 원하는 깊이로 조절한 뒤 HST 변
속페달을 밟으면 이앙 속도는 빨라 지고,
식부깊이 제어가 작동되어 이앙깊이 조절
레버가 "깊게" 측으로 이동하고 원활한 이
앙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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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의 방법
포장지 출입방법

중

주

요

• 포장의 물이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는

의

• 논둑이 높을 경우는 발판을 사용하고

플로트에 부력이 작동하지 않고 깊게
심음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 경우에는 식부깊이 제어 스위
치를 "끊음" 위치에 놓고 작업하십시
오.

후진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 야간작업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지 말아 주십시오.

668O503b

(1) 발판
(A) 농로 논두렁

1. 저속으로 주행하십시오.
2. 논 출입시는 바퀴와 논두렁이 직각이
되게 하십시오.
3. 논둑이 높을 경우에는 보조발판을 사용
하십시오.
4. 보조발판 위에서나 논두렁, 경사면에서
는 급한 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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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의 순서
6. 유압절환스위치를 천천히 "해제" 위치
로 놓고 이앙부를 하강시킵니다.

1
B
C

7. 엔진을 정지하고 묘탑재대에 모를 탑재
합니다.

D

주

A

의

•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엔진을 반드
시 멈추어 주십시오.

PZ3O211a

(1) 이앙부 원터치 승하강 레버
(A) 상승
(B) 하강
(C) 마커 좌
(D) 마커 우

1. 포장지에 들어오면 평탄한 장소에서 주
행을 정지합니다.

• 좁은 장소나 작업하기 어려운 장소에
서는 안전을 위하여 저속으로 주의
하면서 작업을 행해 주십시오.

668O505b

(1) 묘떼는 판

(2) 연장묘탑재대

5

• 변속 레버를 "노상주행" 위치로 하여
이앙작업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2. 이앙부를 올려 유압절환스위치를 "잠금
" 위치에 두십시오. (이앙부 하강방지)
3. 변속 레버를 "중립" 위치로 합니다.
4. 이앙클러치 레버를 "이앙" 위치로 하고,
HST 변속페달을 조작하여 묘탑재대를
좌/우 어느 쪽으로든지 보내십시오.
5. 묘이송벨트가 작동하기 전에 이앙클러
치 레버를 "하강" 위치로하여 이앙부 구

668O506b

(1) 묘의 뿌리

동을 정지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5.indd 7

2021-01-14 오전 11:36:30

5-

DRP80

주

의

• 묘운반판의 끝부분에 모의 뿌리가 뭉
쳐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뿌리
는 반드시 없애 주십시오.

• 그대로 넣으면 결주의 원인이 됩니다.
• 묘지지대의 세팅위치는 묘판 표면에
서 1~1.5cm 정도가 표준이지만 묘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묘지지대와 묘탑재대가 평행하게 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엑셀레버

8. 마스코트와 인접마크를 세팅합니다.
9. 엔진 시동 후 엑셀레버를 "작업범위"
내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10. 라인마카를 다음 이앙하는 측으로 펼
쳐 줍니다.
※ 라인마카가 펼쳐지지 않으면 이앙부를
상승 시킨 후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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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2O206a

PZ3O205a

(1) 경보정지 스위치

11. 경보정지 스위치를 눌러서 램프가 점
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12. 변속레버를 "포장작업" 위치로 하고,
HST 변속페달을 밟아 이앙작업하여
주십시오.
13. 4~5m 전진 후 주행을 정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이앙
작업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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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시 선회방법

주

기

• 하기사항을 확인 후 이상이 있으면
작업에 맞도록 각부를 조절 또는 조
정하여 주십시오.
1주 량
(묘떼기량)

묘떼기량 조절레버
가로이송 조절레버

이앙 깊이

이앙깊이 조절레버, 피드센서

이앙 주간

주간 조절레버

이앙 자세

피드센서, 모지지대

결

모누름봉

주

668O507A

(A) 논머리

5

포장지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앙작업전에 어떠한 순서로 작업할 것인
가를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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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앙시작은 논의 장방방향의 논두렁의
직선측으로 부터 이앙하십시오.
3. 논머리가 가까워지면 HST 변속 페달을
조작해 감속 합니다. 그리고 이앙클러
치 레버를 조작하여 이앙부를 상승시킵
니다.

668O508A

(1) 인접마카

(2) 마카자국

1. 논머리를 미리 1왕복분 남기고 이앙하
십시오.
1왕복분의 기준
3.6 ~ 3.9m

4. 다음에 심을 주 옆으로 핸들을 돌려 선
회하고 마스코트와 인접마카로 인접조
간이 맞도록 기대를 똑바로 하십시오.

668O509A

(1) 논두렁
(A) 1왕복분

(2) 마카자국

• 라인마카로 그은 선이 보이지 않을 때
는 먼저 심은 인접묘에 인접마카를 일
치 시킨다면 조간 30cm를 유지할 수 있
습니다.
• 라인마카는 인접폭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플로트의 흙으로 묘가 쓰러지는 경우나
보조차륜을 사용할 때는 인접폭을 넓게
해서 사용하면 안심하고 이앙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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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의 견인방법

5- 11

안전클러치에 대해서
1. 이앙작업중 이앙부가 정지되고 따닥따
닥하는 높은 소리가 날 때는 안전클러
치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2. 안전클러치가 작동되면 빨리 브레이크
를 밟고 엔진을 정지시켜 장애물을 제
거하십시오. (이앙클러치는 끊지 마십
시오)

pz3O502a

668O230A

집게가 파손되거나 안전클러치가 마모
되어 이앙결주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1) 라인마카

(1) 로프고리

5. 이앙클러치 레버를 "하강" 위치로 하여
이앙부를 하강시키고 이앙부가 지면에
닿은 것을 확인한 후에 라인마카를 고
정하십시오.

이앙기가 포장지에서 침하하여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하여 이앙기를 견인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기체 전방의 로프고리(2
개소)에 로프를 걸어 본넷트 전방에서 직
진으로 견인하여 주십시오. (비스듬하게
견인하지 말 것)

6. HST 변속페달을 조작하여 이앙속도를
올립니다.
7. 다음 행정부터는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
다.

3. 안전클러치가 작동하여 따닥따닥하는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면

중

5

4. 장애물을 제거한 후 집게가 가볍게 작
동하는지, 미끄럼판에 닿지 않는지, 휘
어지지 않았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앙을 계속하십시오.

요

• 로프고리 이외의 장소에 로프를 걸어

이앙기를 견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변형·파손·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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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DRP80
모종 보급의 방법

논두렁의 이앙작업
※ 묘보급시에는 남은 묘와 보급묘의 이음
선이 맞도록 보급하십시오.
5. 보급이 끝나고 이앙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앙클러치 레버를 "이앙" 위치로 하고
주차브레이크를 밟아 분리시킨 후 HST
변속페달을 조작하여 천천히 출발합니다.

668O511A

(1) 미끄럼판
(2) 보급묘와 남은묘가 맞도록 할 것
(3) 묘탑재대

묘의 잔량이 적어지면 묘탑재대의 센서가
작동하여 계기판의 묘보충 램프가 점등되
고 부저가 울리므로 묘를 보급하십시오.
1. HST 변속페달을 조작해 주행을 정지합
니다.
2. 이앙클러치 레버를 "중립" 위치로 합니
다.
3.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둡니다.
4. 예비묘 탑재대의 모종이나 준비한 모종
을 보급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5.indd 12

668O512A

(1) 돌아올 때 6조이앙
(A) 10조 남았다.

(B) 4조

논두렁에서의 이앙은 최종 이앙조수를 사
용 기계의 조수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는 각조 클러치를 사용해 윗그림과
같은 이앙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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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의 방법

5- 13

모떼기량 조절의 방법
2. 유압승강레버를 "고정" 에 둡니다.
3. 이앙클러치 레버를 다시 "이앙" 위치로
합니다.
4. 엔진을 정지합니다.
A

5. 묘떼는량 조절레버를 "표준" 위치에 합
니다.

B
1
pz3O220a

(1) 모떼기량 조절 다이얼
(A) 적음
(B) 많음

각 조의 모가 줄어드는 량이 다를 때는 이
앙암 집게의 높이가 다르므로 다음 요령
으로 집게높이를 조정해 주십시오

중

요

• 모떼기량 조절시는 엔진을 반드시 멈
추어 주십시오.

6. 미끄럼판의 홈부에 모떼기 게이지를 맞
추고 집게를 게이지에 부딪칠 때까지
이앙회전 케이스를 손으로 돌려 주십시
오.

668O514b

(1) 고정볼트
(3) 이앙암
(A) 내려옴

(2) 조절핀

5

(B) 올라감

7. 이앙암의 2개의 고정볼트를 풀고 집게
높이 조절핀을 돌려 집게의 높이를 묘
떼는 량 게이지의 마크에 맞추십시요.
8. 조정이 끝나면 2개의 고정볼트를 충분
히 조여 주십시오.
9. 회전케이스를 돌려 다른 이앙집게도 똑
같이 조정하십시오.

1. 엔진 시동 후 이앙클러치 레버 "상승"
위치로 합니다.
(작업하기 쉬운 높이까지 상승시킴)

이앙기-PT200(DRP80)-한글-05.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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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DRP80
균평장치
심음깊이 조절방법

운반시 준비사항
• 심음깊이 조절레버를 "얕음" 쪽으로 하
면 심음깊이가 얕아지고 "깊음" 쪽으로
하면 깊어집니다.

중
A

•

B
1

요

반드시 심음부를 올려서 깊이를 조절
하십시오. 올리지 않으면 기대가 파
손될 수 있습니다.

중

요

• 이동주행 및 운반시는 로터깊이 조절
레버를 "구동정지" 위치로 하여 로터
를 수납해 주십시오.

• 이앙기 사용설명서 "이동주행시의
방법" 및 "트럭으로 운반하는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 로터에는 절대로 로프를 걸지 마십
pz3O213a

(1) 심음깊이 조절레버
(A) 얕게

시오. 변형과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B) 깊게

•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을 이용하여 심음
깊이를 6단계로 조절하십시오.
• 심음깊이는 약 3cm가 적합합니다.
포장이나 묘의 조건에 맞추어 적정한
심음깊이로 조절합니다.
•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을 "4" 위치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4~5m 진행한 다음 심
음 깊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조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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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의 방법

작업전 확인사항

로터높이 조절방법
로터깊이 조절부

주

5- 15

식부깊이 조절부

의

• 식부부를 올려서 로터를 점검 및 정

1

비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차브
레이크를 거십시오. 또한 유압고정레
버를 "고정" 위치로 하고 식부부 받
침대 등으로 받쳐서 낙하방지를 하십
시오.

A

B
1

• 로터의 마모 및 파손은 없습니까?
• 로터깊이 조절레버로 로터의 상하 수납
이 됩니까?

(1) 균평 입/절 버튼

• 로터는 회전합니까?
1. 균평 입/절 버튼을 "입"으로 하고 선택
다이얼을 이용해 심음깊이를 조절합니
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5.ind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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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3O220a

(1)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
(A) 얕게

주

5

(B) 깊게

기

• 심음깊이 조절에 따라 균평장치 평균
높이가 자동 조절됩니다.(연동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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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DRP80

로터높이 작업방법 (예시)

B
C

A

A

B
1

1
pz3O217a

(1) 선택 다이얼
(A) 이전
(C) 다음

(1)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
(A) 얕게

(B) 누름 선택

668O520A

pz3O213a

로터리깊이의 표준

(B) 깊게

포장에 로터의 회전 자국이 남는 정도

2. 포장표면의 마무리상태를 보아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이얼을 조절하십시오.

낮음

凹凸이 남는 경우

깊게

흙을 많이 미는 경우

얕게

중
pt2O239b

요

• 심음깊이 조절에 따라 균평장치 평균
높이가 자동 조절됩니다.(연동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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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의 방법

주

5- 17

기

• 로터가 플로트에 대해서 너무 깊으면
흙을 많이 밀어내어 인접조의 묘를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 로터가 플로트에 대해서 너무 얕으면
정지성능이 나빠집니다.

pt2O501B

(A) 로터가 회전하는 가장 높은 위치

• 깊이 빠지는 논 등에서 본기 앞쪽이 들
려 정지 부족과 凹凸이 남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다이얼로 로
터를 "저" 쪽으로 조정하든가 유압감도
를 1~2단 "단단한 포장" (둔감)쪽으로
조정하십시오. 또한 프론트웨이트 (별
매)를 장착하십시오.

이앙기-PT200(DRP80)-한글-05.indd 17

• 표면이 무른 포장이나 물이 깊은 포
장에서 로터를 사용하면 묘가 뜨거나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균평 입/절 스위치를 "절" 위치로 하
여 로터를 수납하십시오.

• 로터가 "구동정지" 상태라도 포장에

5

잠기거나 물을 밀고 플로트에 짚이
쌓이는 경우는 선택다이얼을 "고" 쪽
으로 최대로 (화살표위치)하여 로터
를 회전시키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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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과 처치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경

고

• 급배유. 점검 정비 시는 반드시 엔진
을 정지해 주십시오.

• 작업 중은 화기엄금입니다.

• 기계는 평탄한 장소에 세우고 이앙부
의 유압을 고정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서 행해 주십시오.

• 이앙부를 올려 점검. 조정할 때는 유

주

의

• 연료 파이프, 유압호스의 고무류, 전
기배선의 점검, 교환을 반드시 행하
여 주십시오.

• 분해 된 커버류는 반드시 원래의 위
치에 장착하십시오.

• 회전부 등이 드러나면 안전사고의 위
험이 있습니다.

압 승강을 반드시 고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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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6-

점검. 주유. 조정 일람표
○ : 점검 보급
항

목

연료의 점검, 보급
엔진오일의 점검. 교환 (★)

매작업전

매 0시간

매 0시간 매 100시간 매 00시간

무연가솔린 / 경유

-

○

6-8

200Hr마다 교환

6-13

2년마다교환

6-5

△

-

○
○

6-9

○
매시즌시

연소실 청소 (카본제거)
엔진 팬벨트

뒷차축케이스 오일의 점검. 교환
주
행 스티어링 기어케이스의 그리스 보급
부
유압 오일필터의 교환
앞차축 케이스 좌우의 그리스
밋션 구동벨트의 점검. 조정

○

△

○
○

6-5
6-11

○

연료필터

밋션오일의 점검. 교환

△ : 교환
참고페이지

가솔린 : SaE 10W-30 또는
apI 분류 SE급 이상
경유 : SaE 15W-40 또는
apI 분류 CD급 이상

점화플러그의 청소
라디에이타 냉각수의 점검

고

○

엔진오일 필터
파이프. 호스류의 점검. 교환
엔
진 라디에이터 오일쿨러의 청소
부 에어클리너 엘리멘트의 점검. 청소

비

△

400Hr마다 교환

-

200Hr 사용 후

-

점검 후 필요시 교환

6-13

대동UtF55 (SaE 75W-80 apI
분류 GL-3급 이상)
초기 50시간 교환 후 매 300시
간마다 교환

6-10
6-11

△

분해시 그리스 보급

△

그리스

-

초기 50시간 교환 후 매 300시
간마다 교환

6-13
-

보급 분해시 그리스보급
○

6

최초 50hr 점검, 매 100Hr 점검
400Hr 마다 교환

-

(★): 초기 8시간에 교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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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작업전

매 0시간

매 0시간

매 100시간 매 00시간

브레이크페달의 점검. 조정
주 배터리 점검
행
부 유압펌프의 연결부

분해시 그리스보급

주행벨트 점검 및 교환
이송케이스의 그리스 보급

분해시 그리스보급

이앙케이스의 그리스 보급

그리스보급

이
앙 이앙암의 그리스 보급
부
이앙암 집게의 교환·조정

비

고

참고페이지

매시즌시

-

매시즌에는 충분히 점검,
6개월마다 재충전

6-6

내열그리스

-

200Hr마다 교환

6-19
-

내열그리스(작업전 보충)
매 50Hr 점검
300Hr 마다 교환

그리스보급

-

집게가 굽거나 파손시 교환 조정

6-15

보급 분해시 및 50시간마다

-

이송나사봉의 그리스
기 각 와이어의 점검. 조정
타 전기배선의 손상 및 접속부의 느슨함

주

매시즌시

-

시즌종료 후

6-17

기

• 주요부품 수리
이앙기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은 직접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 대리점에서 수리 받으십시오. 성능변화로 인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요부품 : 엔진부, HSt(전유압변속기), 미션부 등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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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즌 전후의 유지
본넷트의 개폐 방법

파이프, 호스류의 점검, 교환

주

배터리의 점검

의

• 연료 파이프가 파손되면 화재의 원인
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 손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교환해
주십시오.

• 파이프류, 호스류의 체결밴드가 느슨
해지거나 손상이 없는지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pz2O603a

pz3O601a

(1) 본넷트
(a) 당김

(2) 오픈와이어 손잡이

본넷트는 오픈 와이어 손잡이를 앞쪽으로
당겨 본넷트를 기대 전방으로 탈거하십시
오.

주

(1) 배터리
(a) "+" 단자

(b) "-" 단자

경

고

• 배터리의 점검 및 탈거시에는 엔진을

6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의

• 본넷트 개폐를 하여 점검, 정비시는
엔진을 정지하고 엔진이 충분히 식은
후 행하여 주십시오. 화상 입을 우려
가 있습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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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80

위

험

• 본기에 사용되고있는 배터리는 액구
마개가 없고 보수가 필요없는 배터리
입니다. (밀폐형으로 수명이 다할 때
까지 보수 불요)

• 배터리 가스는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성냥, 라이터, 담
배의 불등)이 절대로 가까이에 접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배터리 취급할 때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 주십시오. (보안경이나 장갑
등)

• 배터리의 배기구는 막지 말아 주십시

오. 배기구를 막으면 배터리 내부에
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배터리의
내압이 올라 파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6

배터리의 조립 및 분해
1. 분해방법
1) 배터리의 (-)코드를 단자로부터 탈거
한 뒤 (+)코드의 단자 보호 캡을 벗겨
(+)코드를 단자로부터 탈거합니다.
2) 너트를 풉니다.
3) 배터리의 고정브라켓을 분해한 뒤
위로 듭니다.
2. 조립방법
분해방법의 역 순서로 조립합니다.

주

배터리 점검창 보는 방법
점검창으로부터 보이는 색은 배터리 상태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기체가 수평인 상태에서 보십시오.
2. 점검창 바로 위로부터 보십시오.
정검창색

충전상태

비고

녹색

정상

사용가능

흑색

방전

충전필요

투명색

액부족

수명다함
(배터리교환필요)

의

• 배터리를 분해할 때는 배터리(-)코드
를 먼저 탈거하고 다음에 (+)코드를
탈거해 주십시오.

• 취부할 때는 반드시 (+)코드를 먼저
연결하고 반대로 하면 공구가 닿을
경우 쇼트가 발생합니다.

2021-01-14 오전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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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작업전의 정비
배터리 재충전의 방법
• 배터리를 분해하십시오.
• 배터리 코드를 접속할 때는 (+)와 (-)가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항목은 "운전전의 점검" 을 참조해
주십시오.
• 엔진오일

• 코드의 접속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 브레이크 페달의 조정

의

• 급속 충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배터리를 조립할 때에는 터미널 접속
부의 기름성분 등을 닦아내 주십시오

오일의 점검ᆞ보급ᆞ교환의 방법
엔진오일의 교환
디젤

• 연료

• 충전은 배터리의 (+)를 충전기의 (+)쪽
에 배터리의 (-)를 충전기의 (-)쪽에 각
각 접속해 보통 충전법으로 행해 주십
시오.

주

• 밋션오일
• 에어클리너의 청소
• 각 와이어, 레버지점 또는 미끄럼부

pz2O631a

(1) 점검게이지

오일의 점검ᆞ보급ᆞ교환을 할 때에는 평
탄한 장소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주
배터리 코드의 점검
배터리코드 ((+), (-)) 가 손상되면 쇼트를
일으키므로 점검 후 이상이 발견되면 교
환하십시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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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 기존의 오일을 완전히 배출 시킨 후
새로운 오일을 교환해 주십시오.

• 배출시는 오일이 뜨거우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021-01-14 오전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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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의 배유

엔진 오일의 급유
배유플러그를 단단히 조인 후 급유구로
오일을 규정량 만큼 급유하고 급유구마개
를 확실히 닫습니다.

중

요

• 지정 이외의 오일을 사용하면 출력이
저하되거나 엔진오일이 이상하게 소
모되거나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pz3O603a

(1) 배유플러그

배유플러그를 풀어내고 급유구마개를 열
어 오일을 완전히 배출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8

pz3O605a

(1) 엔진오일 급유구

▶ 디젤용
오일의 종류

오일의 용량

디젤 엔진용
SaE10W-30 또는
SaE 15W-40 , apI
CD급 이상

3.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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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클리너의 점검. 청소

6-

밋션오일의 점검 및 교환

1

pz3O606a

668O609a

(1) 에어클리너 하우징

1. 엘리멘트가 더러워지면 압축공기를 사
용하여 청소하십시오.
2. 엘리멘트는 규격품을 사용하십시오.

주

의

• 엘리멘트를 떼어낸 상태에서 운전하
지 마십시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9

pz3O607a

(1) 점검게이지 및 급유구

(1) 배유구

발판 전방에 있는 오일게이지를 당겨서
빼낸 뒤 끝부분을 깨끗하게 닦아 냅니다.
다시 한번 끼워넣고 빼내어 게이지의 상
한과 하한 사이에 오일이 있는지 점검합
니다. 부족할 때는 급유구에 규정량이 될
때까지 급유하십시오.

▶ 급유

▶ 배유
배유플러그를 풀어서 오일을 배유하십시
오.

배유플러그를 단단히 조여 급유구에 규정
량의 오일을 급유하고 오일게이지를 압입
하여 주십시오.

주

6

의

• 오일교환 시에는 먼저 L 가량을 급유한
후 약 10미터 가량 이동한 후, 각 유압 장
치에 오일이 공급 되고 난 이후, 오일량을
체크 하고 L 을 재 주입하십시오.
오일의 종류

오일의 용량

기어오일 밋션용
대동UtF55

1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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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에이터 냉각수의 점검 및 교환
뒷차축 케이스 오일의 점검. 교환
▶ 배유
배유플러그 좌.우 2곳을 풀고 밋션오일을
배출합니다.
▶ 급유
배유플러그를 조인 후 급유구로 규정량을
급유 합니다.
오일의 종류

오일의 용량

대동UtF55

5.5 L
PZ3O611a

pz3O608a

(1) 급유게이지

(1) 보조 물탱크

▶ 점검
냉각수의 양은 보조 물탱크 양을 점검하면
됩니다.
본네트를 연 후에 보조탱크의 수위가
"LOW 와 FULL" 사이에 있는가를 확인하
십시오.

pz3O609a

"LOW" 의 선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저장탱
크의 캡을 열고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1) 배유플러그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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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필터 카트리지 교환

▶ 교환

주

기

1. 라디에이터 캡과 배유플러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탈거합니다.

• 부동액의 혼합비는 한랭지에서는 높

2. 배유플러그를 잠급니다.

• 부동액의 혼합비율은 기온에 따라 차

3. 라디에이터 및 보조 물탱크에 냉각수를
주입하고 라디에이터 캡을 눌러 시계방
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주

•

의

라디에이터 캡은 엔진 운전 중이나
정지 직후에 열면 뜨거운 물이 분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진 정지 후
충분히 식힌 다음 캡을 열어 주십시오.
만약 소홀히 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 "FULL" 의 선 이상은 보충하지 말아
주십시오.

게 합니다.

이가 있으므로 구입처에 문의하고 아
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출하표준 부동액 : 50%
(부동액 : 물 = 50 : 50)

• 냉각수 용량
-디

젤 : 4.6 L

• 어는점 : -35℃
• 부동액을 넣어서 5분간 엔진을 공회

전해서 부동액을 혼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장탱크의 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pz2O637a

(1) 엔진오일 필터

6

▶ 교환
1. 엔진오일을 배유시킵니다.
2. 전용공구를 사용해서 필터를 빼냅니다.
(취급방법과 전용공구는 구입처에 상담
하십시오)
3. 새로운 필터는 O-링에 오일을 엷게 바
르고 손으로 확실하게 조여 주십시오.
4. 오일게이지의 상한선까지 오일을 보충
하고 5분 정도 엔진을 공회전 시킨 뒤 각
부 및 유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11

2021-01-14 오전 11:29:42

6- 12 DRp80
유압오일 필터 카트리지 교환
5. 엔진을 시동하며 약 5분간 공회전 시킨
뒤, 유압오일 경고등을 통하여 이상유
무를 확인하고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엔진을 정지하여 다시 유면이 오일게이
지 규정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주

의

6. 오일게이지를 통하여 오일이 규정량 내
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찌꺼기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면 필터의 수명이 짧
아지거나 엔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

의

• 유압오일을 교환할 때에 찌꺼기 등의
668O616a

(1) 유압오일 필터

▶ 교환
1. 이앙부를 하강합니다.

이물질이 혼입되면 필터의 수명이 짧
아지거나 유압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급유한 후 엔진을 1분 이상 시동을 걸
어서 회전시키고 오일게이지를 점검
해 주십시오. 하한보다 적을 때는 오
일을 추가 보충하십시오.

2. 유압오일을 배유합니다.
3. 전용공구를 사용해서 오일필터를 분리
합니다.
4. 새 유압 오일필터에 오일을 채운 뒤
O-링에 오일을 엷게 바른 후, 손으로 필
터를 체결하십시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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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팬벨트 조정

타이어의 점검

6- 13

상시정비
분해 시의 윤활유 보급
다음항목은 분해 시 그리스를 대리점에
의뢰해 보급하십시오.
• 파워스티어링 지점부
• 앞차축 케이스 좌, 우
• 뒷차축 케이스 좌,우
• 이송케이스
• 이앙케이스

pt2O602A

668O617A

(1) 팬벨트

(1) 전륜 타이어
(2) 후륜 타이어
(a) 마모량이 8mm이내 일 것

▶ 조정

▶ 점검

1. 팬벨트는 교류발전기와 팬구동풀리 사
이를 약10kgf 로 눌러 벨트의 변형량이
약 7~9mm가 되도록 교류발전기의 풀
리 위치를 움직여 벨트 텐션을 조정하
십시오.

전, 후륜 타이어 마모가 8mm 이상이 되었
거나 심하게 훼손,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
하십시오.

경

• 유압펌프의 연결부
• 각종 링크 지점부

6

고

•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면 작업중에 슬
립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발판위나
경사길에서 바퀴가 이탈하여 전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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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암 집게의 교환 · 조정
이앙암 집게의 마모에 따른 교환 표준

668O618a

(a) 99mm

(b) 너트를 푼다

668O619A

(a) 13mm

이앙암 집게가 마모되면 이앙상태가 나쁘
게 되므로 새로운 집게로 교환하십시오.

집게의 길이가 96mm가 되면 새로운 집게
로 교환해 주십시오.

1. 너트를 풀고 집게를 탈거합니다.

※ 이앙집게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항상
1대분의 예비품을 준비해 두십시오.

2. 새로운 집게를 장착합니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14

보급
 연료의 점검ᆞ보충

PZ3O613a

(1) 연료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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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엔진오일의 보충



밋션오일의 보충

pz3O606a

pz3O605a

(1) 엔진오일 급유구

6- 15

(1) 점검게이지 및 급유구


6

이앙암에 그리스 보충

668O621b

(1) 이앙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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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DRp80
그리이스 도포

668O622a

(1) 묘탑재대슈

668O623a

(1) 프로펠라축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16

668O626a

668O624a

(1) 회동브라켓 회전부

(1) 마카와이어, 로울러부

668O625a

(1) 각조 클러치 연동장치, 축받이부

668O627a

(1) 유압실린더 로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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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전기배선의 점검
배선의 터미널(단자부)이 헐거우면 접속
불량이 되고 또 배선이 손상되면 전기부
품의 성능 손실 뿐 아니라 쇼트 누전. 화재
등의 사고가 될 수 있으므로 빨리 교환 수
리하십시오.

6- 17

퓨즈 전구의 점검 · 교환
퓨즈의 교환
1. 본넷트를 분해하십시오.

디젤

2. 퓨즈박스 카버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당기면서 탈거하십시오.
3. 문제의 퓨즈를 빼 내십시오.
4. 끊어진 퓨즈와 같은 용량의 예비퓨즈와
교환하십시오.

668O630a

Pt2O601a

(1) 퓨즈용량

전구의 교환
전구가 끊어졌는지 점검하고 끊어진 경우
는 교환하십시오.
전조등 전구

12V 27W

모니터 전구

14V 1.4W , 12V 3.4W

6

퓨즈를 교환해도 곧 끊어져 버리는 경우
는 철사나 은박지 등으로 대용하지 말고
대리점에서 점검 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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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DRp80
주행벨트 점검 및 교환

균평장치 점검 및 정비
안전핀 교환

디젤

PZ2O642A

PZ3O616a

(1) 안전핀

(1) 텐션 고정 너트
(a) 10 Kgf

흙이나 협잡물 막힘 등에 의한 부하로부
터 구동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지로터에
는 안전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
러졌을 때는 안전핀 (부속품)으로 교환하
십시오.

1. 주행벨트의 적정 텐션은 그림의 화살
표 위치에서 10 kgf 정도의 힘으로 눌렀
을 때 처짐량이 13~17 mm 정도가 되
도록 조정합니다. (텐션 스프링 길이는
180~185 mm (참고치))

안전핀이 부러진 경우에는 할핀을 빼내고
교환하십시오.

2. 텐션암은 조립 후 그리스 니플에 그리
스를 충분히 주유하십시오.

중

•

(b) 180~185mm (참고치)

요

안전핀 장착위치는 그림의 위치입니
다. 이외의 위치에는 사용하지 마십
시오.

이앙기-PT200(DRP80)-한글-06.ind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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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의 손질과 장기보관

작업 후의 손질 ........................................................................ 7-2
장기보관 시............................................................................. 7-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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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청소할 경우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
키고 행하여 주십시오.

• 엔진이 과열되어 있을 때에는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 연료 뺄 때는 화기엄금.

작업 후의 손질

장기보관 시

1. 물로 잘 씻어 더러움과 물기를 잘 닦고
기름 걸레로 청소하십시오.

1. 격납은 직사일광과 비가 닿지 않고 통
풍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 주십시오.

2. 각 그리스 도포할 곳에는 그리스를 도
포하고 주유할 곳에는 주유를 하십시오.

2. 연료탱크 및 기화기에서 연료빼기를 하
십시오.

3. 이앙집게의 선단 등 녹슬기 쉬운 곳에
는 그리스를 발라 주십시오.

3. 이앙부는 내린 상태로 하십시오.

4. 각부가 헐거운가 조사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엔진부(본넷트 포함)를 손질시는 고
압의 세척기로는 절대로 청소하지 말
아 주십시오.

4.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고정레버를 걸어
주십시오.
5. 배터리는 코드를 떼내어 어둡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십시오.
6. 메인 스위치의 키는 반드시 빼내어 보
관하십시오.

• 에어클리너 흡입구로 물이 침투되어
엘리먼트가 젖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
능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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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주가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원인)
1. 묘의 생육이 불균일한 부분이 있는 묘

주

이렇게 된다(결과)


이앙본수가 고르지 못하여 결주
가 생긴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묘의 처치
1. 생육의 나쁜 부분
(민등산)인 곳을 (밑면) 잘라내어
이앙한다.
2. 나쁜 묘는 사용하지 말것

A

(A) 잘라낸다

의

기계의 처치
1. 묘떼기량을 많게 한다.
2. 가로이송량을 바꾼다.
30회→26회→20회, 18회

• 이런 묘는 사용하지 말것.
2. 묘의 파종상태가 나쁜묘

A

B
1
PZ3O220a

3. 파종량이 적은 묘



이앙본수가 적어져 결주가 생긴다

묘의 처치
중묘용, 성묘용의 육묘지침을 지켜 파종
상태가 좋은 묘를 만든다.
기계의 처치
1. 묘떼기량은 많게, 가로이송 횟수
는 적게한다. (가로이송량을 많이
한다)

(1) 모떼기 조절 다이얼

(A) 많게

BD

(B) 적게

1

AC
pz3O501a

(1) 가로이송 조절 레버
(A) 18 (B) 20 (C) 26 (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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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원인)
4. 묘판이 얇고 뿌리 뻗음이 나쁘다.
5. 묘판이 너무 약한 묘

이렇게 된다(결과)
묘탑재대위에서 묘가 쓰러져 이앙할 수
없다.

1. 묘가 얇아 뗄 수 없으므로 묘 떼기량
이 작아지든지 결주가 생긴다.
6. 묘판이 두꺼운 묘

8-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기계의 처치
묘지지쇠와 묘와의 간격을 좁게 하여 묘
탑재대에서 흘러내려 쓰러짐을 방지한
다.
묘판의 처치
1. 묘판두께가 2cm 이상인 모를 사용한다
2. 묘판을 밀어 단단하게 한다.

A

B
1

기계의 처치
1. 묘떼기량을 다소 많게 하여 모를 떼도
록 한다.
2. 묘가지쇠를 조절하여 묘판과의 간격
을 띄운다.

(1) 모떼기 조절 다이얼
(A) 많게

묘의 처치
1. 묘판두께(매트두께)가 2.5~3cm가
되도록 떼낸다. 떼내지 않은 경우는 그
묘는 사용하지 못한다.
2. 이앙전에 관수하여 미끄럼을 좋게 한다.

(A) 2.5~3cm로 잘라낸다.

PZ3O220a

(B) 적게

2. 집게 궤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남아 묘
의 세로이송을 할 수없게 된다

주

의

• 묘 판 두 께(매 트 두 께)가

40mm 이상일 경우 이앙
집게가 묘를 뗄 수 없다.
(이앙곤란)

이앙기-PT200(DRP80)-한글-08.ind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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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가 미끄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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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원인)

이렇게 된다(결과)

7. 묘판의 흙이 점토질로 점성이 강한묘.

이앙 때 묘가 이앙집게에서 떨어지지 않
아 결주가 발생된다.

8. 점토질 포장으로 게다가 물도 적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묘의 처치
묘판을 마른상태로 한다.
또는 수분을 충분히 지니게 한다.

포장의 처치
포장에 물을 1∼3cm 정도로 하여 묘가 집게에서 떨어지기 쉽게 할 것.

A
B

(A) 수심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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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묘가 생긴다. 이앙이 흩어진다.

이런 상태에서(원인)
수심이 3cm이상인 포장

이렇게 된다(결과)
1. 플로우트 통과흔적이 물이 흐르고 이
앙묘 또는 인접묘가 쓰러진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포장의 처치
물을 배수 시켜준다. 수심 0~3cm로 한다.
기계의 처치
1. 이앙속도를 늦게 하여 물의 이동을 완
만하게 한다.
2. 이앙깊이를 허용 범위로 심는다.

주

A
(A) 수심 0cm

(B) 수심 3cm

의

• 수심이 3cm 이상의 포장
에서는 묘가 흐트러지기
쉽다.

포장이 단단하다

B

2. 이앙자세가 나쁘거나 뜬묘가 발생한다.

1. 집게로 찍은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물
을 넣으면 묘가 뜬다.

포장의 처치
1. 다시 써레질하여 심기 쉬운 정도로 다.
2. 물을 1~2cm 넣어 부드럽게 하여 심
는다.
기계의 처치
 이앙속도를 늦추고 묘를 천천히 알맞
은 깊이로 심는다.

A

B

8

1

2. 묘를 밀어넣을 때 묘가 손상되거나 흩
어진다.

이앙기-PT200(DRP80)-한글-08.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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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원인)
표면이 질벅질벅 한 연약한 포장

이렇게 된다(결과)
1. 플로우트가 가라앉아 진흙을 민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포장의 처치
 물을 적게해 표면을 단단히 한다.
또는 표면을 안정시킨다.
(이앙을 연기한다).
기계의 처치
1. 피드센서 레버를 부드러운 쪽으로 이
동시켜 진흙을 누르지 않게 한다.
2. 이앙속도를 늦춘다.

A

(A) 단단한 포장

2. 진흙을 밀어 인접묘를 쓰러뜨린다

3. 피드센서레버를 [1]로 해도 플로우트
의 침하가 클 경우 하나 아래의 구멍에
센서와이어를 꽂아 준다. 너무 민감한
경우나 정지를 강하게 하고 싶을 경우
하나 위의 구멍을 사용한다.

B
1

PZ3O212a
(B) 무른 포장

피드센서의 조정
피드센서는 포장의 조건에 따라 그 감도
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는
4의 위치에 고정하여 부판의 정지상태를
봐서 조정하십시오.

3. 플로우트 통과흔적의 구덩이가 커지
고 거기에 흙이 흘러 들어올 때 심은
묘가 안쪽으로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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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묘가 생긴다. 이앙이 나쁘다.

이런 상태에서(원인)

이렇게 된다(결과)

뿌리 뻗음이 나쁜 묘
묘관흙에 점성이 없어 부스러지기 쉬운 묘

1. 묘를 이앙하기 전에 이앙집게에서 떨
어져 뜬묘가 된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묘의 처치
1. 묘판에 약간 습기를 가지게 한다.
2. 묘운반판을 사용하여 묘가 쓰러지지
않게 한다.

기계의 처치
 이앙속도를 늦춘다.

A

(A) 모 운반판

2. 진흙을 밀어 인접묘를 쓰러뜨린다

3. 이앙한 묘가 흩어진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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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묘가 흩어진다. 결주가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원인)
이앙집게의 이상
 집게의 마모
 집게의 변형
 밀쇠의 변형
 밀쇠가 충분히 밀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결과)
1. 묘를 떼지 않고 결주가 된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기계의 처치
1. 이앙집게와 밀쇠의 점검.
 집게의 구부러짐을 손질한다.
 밀쇠의 구부러짐을 손질한다.
2. 집게, 밀쇠 등의 부품을 신품과 교환
한다.

2. 떼기 후 남은묘가 흩어진다.

668O618a

(A) 99mm

(B) 너트를 푼다

3. 밀쇠가 밀어지지 않고 심은 묘가 흩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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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고장

이런 상태에서(원인)
주간이 좁아 진다.

이렇게 된다(결과)
1. 주행 저항이 커 차륜이 미끄러져 주간
이 좁게 된다.

깊은 포장

점성이 강한 토질의 묘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기계의 처치
1. 보조차륜을 붙여 미끄럼을 작게한다.
2. 주간거리를 넓게하여 평당 포기수를
확보한다. (보조차륜은 희망 선택폭임)

(1) 보조차륜

2. 기체 앞부분이 떠 올라 미끄러진다.

A
묘의 전장이 너무 길다.

1. 심은묘가 집게에 밀려 기울어진다.

묘의 처치
잎끝을 20cm 이하로 가지런히 끊어낸다.

(A) 20cm이하로 절단

기계의 처치
1. 이앙깊이를 깊게 한다.
2. 이앙속도를 늦춘다.

전장이 20cm 이상인 묘의 이앙

2. 심은 묘가 아아치상태로 된다

A

8

B
1
PZ3O213a

(1) 심음 깊이 조절 다이얼
(A) 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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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원인)
이물질이 많은 포장
써레질 후에도 포기자름, 짚,
이물질등이 다량 노출되는 포장

이렇게 된다(결과)
1. 이물질 위에서는 묘가 심겨지지 않거
나 이앙자세가 나빠지거나 한다.

2. 이물질이 플로우트 또는 정지판으로
밀려져 쌓인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포장의 처치
1. 써레질시 이물질을 골라 낸다.
2. 경운전에 이물질을 될 수 있는 한 제
거한다.
기계의 처치
1. 이앙깊이를 약간 깊게한다.
2. 이앙속도를 늦춘다.
3. 정지판을 올려 이물질의 떠올림을 적
게한다.

A

B
1
pz3o213a

(1) 심음 깊이 조절 다이얼
(A) 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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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원표

DRP80

형식명
전장

(mm)

3,520

전폭

(mm)

2,900

전고

(mm)

2,300

최저지상고

(mm)

405

(kg)

중량

930
3C100LWR1

형식명
엔진

수냉 3기통

종류
출력/회전수(최대)

(ps/rpm)

24.5/3,200

(cc)

1,007

전륜

(mm)

650

후륜

(mm)

950

총배기량

비고

주행부

HST (유압무단변속)

변속 방식

부변속 2단

변속 단수(단)

로타리이앙암 (타원편심기어)

식부방식
식부부

이앙주간

(cm)

30, 25, 22, 18, 16, 14

이앙주수

(주/평)

37, 43, 50, 60, 70, 80

이앙깊이

(cm)

1.5 ~ 4.5 (7단계)
18, 20, 26, 30

가로이송떼기
작업속도

(m/s)

작업능률

(분/10a)

0~1.86
9~

* 이 주요 제원표는 제품의 개량/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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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숫자

뜬묘가 생긴다. 이앙이 나쁘다. ......................................................... 8-7

HST 변속페달 ................................................................................... 2-5

뜬묘가 생긴다. 이앙이 흩어진다. ...................................................... 8-5

ᄀ

ᄅ

각부 명칭 ........................................................................................ 2-23

라디에이터 냉각수의 점검 및 교환 ................................................. 6-10

각부의 명칭과 기능 ........................................................................... 2-4

라인마카 ......................................................................................... 2-20

각부의 명칭과 기능 ......................................................................... 2-32

로터깊이 조절부 ............................................................................. 5-15

각조 클러치 버튼 ............................................................................ 2-15

로터높이 작업방법 (예시) ............................................................... 5-16

감도조절 다이얼 ............................................................................. 2-11

로터높이 조절방법 .......................................................................... 5-15

결주가 생긴다. .................................................................................. 8-2
경보정지 스위치 ............................................................................. 2-17

ᄆ

계기판넬 ........................................................................................... 2-8

매일 작업전의 정비 ........................................................................... 6-7

균평 입/절 버튼 ............................................................................... 2-16

모떼기량 조절 다이얼 ..................................................................... 2-15

균평장치 ......................................................................................... 5-14

모떼기량 조절의 방법 ..................................................................... 5-13

균평장치 점검 및 정비 .................................................................... 6-18

모종 보급의 방법 ............................................................................ 5-12

그리이스 도포 ................................................................................. 6-16

밋션오일의 점검 및 교환................................................................... 6-9

기능 설명 ........................................................................................ 2-24
기체방향설명과 주행장치의 명칭 ..................................................... 2-3

ᄇ

기타의 고장....................................................................................... 8-9

배터리 재충전의 방법 ....................................................................... 6-7
배터리 점검창 보는 방법................................................................... 6-7

ᄂ

배터리 코드의 점검 ........................................................................... 6-7

논두렁의 이앙작업 .......................................................................... 5-12

배터리의 점검 ................................................................................... 6-5
배터리의 조립 및 분해 ...................................................................... 6-6

ᄃ

백업기능 ......................................................................................... 2-19

도로주행 ........................................................................................... 1-6

변속레버 ........................................................................................... 2-6

뒷차축 케이스 오일의 점검. 교환 .................................................... 6-10

본넷트의 개폐 방법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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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시의 윤활유 보급 .................................................................... 6-13

에어클리너의 점검. 청소................................................................... 6-9

브레이크 페달 ................................................................................... 2-6

엑셀레버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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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ECO 버튼 (디젤 사양)............................................................. 2-14
ᄉ

엔진 시동을 걸 때는 ........................................................................ 1-21

사용 후의 손질과 장기 보관 .............................................................. 7-1

엔진 오일의 급유 ............................................................................. 6-9

상시정비 ......................................................................................... 6-13

엔진 오일의 배유 .............................................................................. 6-8

색인 ................................................................................................ 10-1

엔진 팬벨트 조정 ............................................................................ 6-13

선택 다이얼..................................................................................... 2-12

엔진시동 ........................................................................................... 1-5

센터마카 ......................................................................................... 2-20

엔진오일 필터 카트리지 교환 ......................................................... 6-11

수송에 관해서 ................................................................................... 4-7

엔진오일의 교환 ............................................................................... 6-7

수평센서 / 각속도 센서 ................................................................... 2-18

연료탱크 ......................................................................................... 2-20

스마트 턴 버튼 .................................................................................. 5-5

영숫자 ....................................................................................................

스마트 턴 버튼 ................................................................................ 2-12

오일의 점검ᆞ보급ᆞ교환의 방법 ..................................................... 6-7

승용이앙기의 고장과 처치. ............................................................... 8-1

운반 차량에 싣거나 내리기 ............................................................... 1-7

시동방법 ........................................................................................... 4-2

운반시 준비사항 ............................................................................. 5-14

시동스위치........................................................................................ 2-5

운반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 1-30

식부깊이 제어장치 ............................................................................ 5-6

운전석 의자....................................................................................... 2-7

식부깊이 조절부 ............................................................................. 5-15

운전전의 점검 ................................................................................... 3-1

심은묘가 흩어진다. 결주가 생긴다. .................................................. 8-8

운전전의 점검 ................................................................................... 3-1

심음깊이 조절 다이얼 ..................................................................... 2-15

유압 절환 스위치 ............................................................................ 2-10

심음깊이 조절방법 .......................................................................... 5-14

유압오일 필터 카트리지 교환 ......................................................... 6-12
이동 주행과 수송 .............................................................................. 4-1

ᄋ

이동 주행에 대하여 ........................................................................... 4-3

안전작업 요령 ................................................................................... 1-1

이동 주행전의 점검 ........................................................................... 4-3

안전클러치에 대해서 ...................................................................... 5-11

이앙 컨트롤러 ................................................................................. 2-10

안전핀 교환..................................................................................... 6-18

이앙기 작업전의 점검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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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작업 후 관리방법 ............................................................................ 2-36

이앙기의 견인방법 .......................................................................... 5-11

작업 후의 손질 .................................................................................. 7-2

이앙기의 싣고, 내리는 방법 .............................................................. 4-7

작업장 출입....................................................................................... 1-8

이앙기의 점검 ................................................................................... 4-7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 1-32

이앙기의 점검 ................................................................................... 5-4

작업장에서의 작업 ............................................................................ 1-8

이앙부 원터치 승하강 레버 ............................................................. 2-10

작업장치의 명칭과 취급.................................................................. 2-17

이앙부 작동방법 ............................................................................... 4-5

작업전 확인사항 ............................................................................. 5-15

이앙암 집게의 교환 · 조정............................................................... 6-14

작업전의 일반 주의사항.................................................................. 1-10

이앙암 집게의 마모에 따른 교환 표준............................................. 6-15

작업전의 점검 · 정비 · 청소를 할 때는 ............................................ 1-13

이앙작업시 선회방법 ........................................................................ 5-9

작업종료 · 보관 ................................................................................. 1-9

이앙작업을 할 때는 ......................................................................... 1-24

작업중 점검....................................................................................... 1-9

이앙작업을 할 수 있는 포장과 모의 조건 .......................................... 5-2

장기 보관 .......................................................................................... 1-9

이앙작업의 방법 ............................................................................... 5-1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1-36

이앙작업의 방법 ............................................................................... 5-6

장기보관 시....................................................................................... 7-2

이앙작업의 순서 ............................................................................... 5-7

전구의 교환..................................................................................... 6-19

인접마카 ......................................................................................... 2-21

전기배선의 점검 ............................................................................. 6-17

일반사항 ......................................................................................... 2-23

전륜차동로크 페달 .......................................................................... 2-17

일상 점검 항목 .................................................................................. 3-3

점검. 주유. 조정 일람표 ................................................................... 6-3
정기점검과 처치 ............................................................................... 6-2

ᄌ

정비점검 ........................................................................................... 6-1

작업 .................................................................................................. 1-8

정지방법 ........................................................................................... 4-3

작업 방법 및 작업 중 주의사항 ....................................................... 2-35

정차 · 주차 ........................................................................................ 1-7

작업 시즌 전후의 유지 ...................................................................... 6-5

정차, 주차방법 .................................................................................. 4-6

작업 전 점검사항 .............................................................................. 3-2

좁은 농로·지면이 고르지 못한길·고갯길 주행 ................................... 1-6

작업 전 준비사항 ............................................................................ 2-34

좁은 도로 · 지면이 고르지 못한길 · 고갯길 · 경사지에서 운전을
할 때는 ........................................................................................ 1-27

작업 중 문제발생 대처요령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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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속 레버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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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과 발판의 준비 ........................................................................... 4-7

주요 제원표....................................................................................... 9-1
주요 제원표....................................................................................... 9-2

ᄑ

주요제원 ......................................................................................... 2-41

파워스티어링 핸들 ............................................................................ 2-6

주의표시 명판 부착 위치................................................................. 1-39

파이프, 호스류의 점검, 교환 ............................................................. 6-5

주차브레이크 고정레버..................................................................... 2-7

편리한 모공급 버튼 ......................................................................... 2-11

주행 · 운전 ........................................................................................ 1-5

평행복귀 스위치 ............................................................................. 2-19

주행벨트 점검 및 교환 .................................................................... 6-18

포장지 출입방법 ............................................................................... 5-6

주행운전을 할 때는 ......................................................................... 1-25

퓨즈 전구의 점검 · 교환 .................................................................. 6-17

주행장치의 명칭과 취급.................................................................... 2-1

퓨즈의 교환..................................................................................... 6-19

준비 · 점검 ........................................................................................ 1-4
직진 자율주행 기능 ......................................................................... 2-23

ᄒ

직진 자율주행 운전방법.................................................................. 2-28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1-34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1-9

ᄎ
출발방법 ........................................................................................... 4-6
측조시비기...................................................................................... 2-32
ᄏ
콤비네이션 스위치 .......................................................................... 2-17
크루즈시프팅 레버 .......................................................................... 2-18
ᄐ
타이어의 점검 ................................................................................. 6-13
트럭 등으로 운반 .............................................................................. 1-8
트럭 위에서의 처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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