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가족이 되신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목적 차량 MECHRON 2230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사는 언제나 최상 품질의 제품만을 고객께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제품과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입 하신 대동 지정 대리점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해결해 드리
겠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제품에 본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의 운전 요령,
작업기 부착 및 사용 요령, 간단한 고장 점검 및 정비 요령, 정기 점검 요령 및 장기 보관 요령 등 제품 사용에 관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폐사는 고객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주기 >
잘 읽고 난 후에 사용하시고 가까운 곳에 보관하여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본 차량을 대여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차량의 일부부품으로 간주하고 사용설명서를 차량과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사양과 제원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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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경고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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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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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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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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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호는 사용자들의 관심사 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줍니다.

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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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본 사용설명서에는 다목적 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로써 다양한 기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각 기호에 대한
의미를 잘 숙지하여 정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료레벨 부족

차동고정

엔진 냉각수 온도

주차브레이크

비상등

예열

배터리 충전상태

전조등-하향

N

중립

엔진오일 압력

전조등-상향

H

고속 주행

방향지시

4륜구동

L

저속 주행

R

후진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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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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
게 파악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종업원이 정해진 품질경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폐
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ISO9001;2000/KS A9001;2001의 요건을 총족시키고 제품의 제조과정에
서 국내 및 국제관련 법규와 규격을 준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별도의 중장기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것입니다. 폐사의 품질보증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UTV(MC 2230)-한글판-00.indd 11

2013-11-04 오후 3:05:33

환경방침
폐사는 다목적 차량,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의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
영활동 중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며 자원절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친화적”체제로 운영하
고 환경법규 및 ISO 14001;1996의 요건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방침에 따른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을 일반 대중과 이해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환경경영 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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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폐사의 임직원 모두는 제품안전 경영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외 법령이나 기준이 요구하는 그 이
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서비스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제품안전 경영방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
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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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에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 관리를 통해 “무재해”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 및 보건법규 OHSAS18001;1999의 요건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하며 내부적으로 별도의 안전 및
보건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모든 종업원과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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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절
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 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전 종업원은 환경법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개선
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고객 및 이해 당사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 환
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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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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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환경,
즉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직접 각종 오일(엔진, 밋션, 유압 등)을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새로운 오일을 보충하면서 발생되는 폐오일을 아무 곳에
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토양과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폐오일은 폐사 대리점에 갖다 주셔서 적법하게 폐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바르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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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할 때는 반드시 허가 받은 “폐농기계 수거업체”로 의뢰하여 적법하게 폐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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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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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작업전의 안전 준수사항
일반 주의사항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경고, 주의로 분
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읽고
숙지한 후 안전운전에 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또한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전 설명
은 차량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
도 본문 내용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
으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자

그렇게하면 경제적이면서도 고장없이 차
량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비
와 수리작업은 가능한 한 정비공장에서
실시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헬멧
몸에 맞는 옷

· 임산부

소매가 딱 붙는 옷

· 18세 미만인 사람
· 운전면허 미소지자
안전화

· 과로, 질병, 약물복용의 영향, 그 밖의

C56O101a

이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
운전자는 건강에 유의하여 충분한 수면
을 취해야 합니다.

1. 작업에 맞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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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
목도리

허리춤에 끼워둔
수건
슬리퍼
KUVO102A

2. 지키지 않으면 옷이 회전부에 말려 들
어가거나 발이 미끄러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UVO105A
C56O164a

3. 사고 예방수칙 및 안전표준 도로법규
를 준수해야 합니다.

T66O101A

4.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사
용설명서도 함께 제공하고 안전한 운
전이 이루어지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대여해 준 차량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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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license

UUVO102A

5. 음주운전 또는 불법 약물 복용상태의
운전을 절대 금합니다.

UUVO114A

6. 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 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UUVO115A

7. 특수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5세 이하
어린이는 본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
다. 운전자와 승객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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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용시 안전 준수사항
엔진을 시동할 때

1

UUVO116A

8. 본 매뉴얼과 본 차량의 명판을 숙지하
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UUVO123A

9. 험로로 주행할 때는 헬멧과 보안경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UUVO108A

1. 옥내 및 밀폐된 장소에서 시동을 걸 때
는 창이나 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
서 장시간 공회전이나 운전을 하지 마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배기가스 중독으로 인
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산소결핍
으로 뇌 손상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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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103A

2. 차량을 시동할 때는 갑작스런 움직임
으로 부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모든 변속레버
가 중립에 놓여 있고 주차브레이크가
걸려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UVO131A

UUVO105A
C56O164a

4. 절대로 자리에 착석하지 않는 상태에
서 엔진을 시동 걸지 마십시오.

7. 휠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십시오.

5. 시동을 걸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8.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타이어 상태를

확인 후 멀리 떨어지게 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6.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신발의 진흙이
나 흙 등을 털어 내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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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UVO133A

9.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기 전에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
니다.

KUVO114a

10. 연료 호스의 손상이나 누유가 없는
지 점검하십시오. 호스에서 누유될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KUVO125a

11. 핸들의 유격이나 흔들림이 크지 않
은지 확인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
가능해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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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운전을 할 때

KUVO157A

1. 도로운전을 할 경우 브레이크등, 방향
지시등, 미등 등을 사용하여 안전운행
을 하십시오.

KUVO158a

2. 야간 도로 주행시는 라이트를 켜십시오.
전조등을 상향등 상태로 주행하면 마
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UUVO112A

3. 회전할 때는 항상 서행하십시오. 고속
으로 회전하면 차량이 전복되거나 핸
들 조정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마주오는 차와 교차할 경우는
전조등을 하향등으로 주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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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UVO125A

KUVO101A

KUVO162a

4. 정상도로에서 차동고정을 사용하면 차
량의 조향성이 현저히 덜어지므로 절
대 금합니다.

6. 협력해서 작업할 때는 항상 의도하고
져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십시
오.

8. 장애물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거나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중에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십시오.

5. 노면이 양호한 도로에서 4WD를 지속

7. 지반이 약한 벼랑가나 풀이 무성한 곳
은 주행하지 마십시오. 우 천 시 나 비

9. 후진시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 후방으

사용하면 차량 내구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로 살피십시오.

가 갠 후는 저속으로 조심해서 주행하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갓길이 무너져 전복사
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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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VO109A
C56O164a

10. ROPS가 장착된 경우에는 반드시 안
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인체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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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무가지 등 장애물 주변에서 운전
할 때 특히 주의 운전해 주십시오.

12. 움직이는 차량에 타거나 뛰어 내리
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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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UVO121A

13. 전복이나 붕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전시 비탈길에서 제동할
때와 장애물이나 요철을 통과할 때
반드시 서행하십시오.

KUVO187A

14. 차량을 과속으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항상 지형, 시계성, 운전상태 및 경험
을 고려하여 적절한 속도로 주행하
십시오.

UUVO125A

15. 급격한 회전, 점프 및 곡예운전을 절
대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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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126A

UUVO111A

16. 운전 중에는 항상 두손으로 핸들을
잡고 두발은 차량의 바닥에 위치하
도록 하십시오.

18. 험준하거나, 미끄럽거나, 흙이 무른
지역에서는 절대로 운행하지 마십시
오.

17.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팔이나

19. 차량이나 본인의 실력만을 믿고 가

다리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파른 경사로에서 운행하지 마십시
오. 가파른 경사로에서 운행하기 전
에 완만한 경사로에서 먼저 연습하
는 것이 좋습니다.

UTV(MC 2230)-한글판-01.indd 12

UUVO129A

20. 경사로를 오를 때는 본 설명서에 나
와있는 올바른 절차를 반드시 따르
도록 하고 경사로에서 주행하기 전
에 지형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매우
미끄럽거나 흙이 무른 경사로에서는
절대 주행하지 말고 가속 페달을 갑
자기 밟거나 기어를 갑자기 변경하
지 마십시오. 또한 고속으로 경사로
정상을 넘지 마십시오.

2013-11-01 오후 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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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VO166A

21. 앞이나 옆으로 기울어진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속도를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면 차량
이 전복되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과적 상태에서 경사로를 주행하면 차
량이 전복될 수 있습니다.

UTV(MC 2230)-한글판-01.indd 13

UUVO110A

23.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속도를 낮
추고 주의하면서 주행해 차량이 미
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UUVO130A

24. 물살이 센 도랑이나 이 설명서에 명
시된 깊이보다 깊은 물웅덩이를 차
량으로 건너지 마십시오. 브레이크가
젖으면 차량이 정지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물을 건넌 후에는 브레이크
를 점검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페달을
여러 번 밟아 브레이크 패드가 마르
도록 하십시오.

2013-11-01 오후 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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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적재물 운반 시 과속, 급가속, 급출발
등 난폭운전을 하면 매우 위험하며
사고와 직결됩니다.
28. 적재물이 운전자에게 떨어지지 않도
록 고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리어 스크린을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UUVO132A

25. 본 차량의 규정 적재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짐을 실을 때는 고르게 싣
고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짐을 나
르거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본 설명서의 해당 지
침을 따르십시오. 제동거리가 길어
진다는 점도 유념하십시오.

KUVO153a

29. 적재함에 사람이 올라 타지 말고 불
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26. 과적 및 불균형한 적재물 탑재는 조
향 및 제동 제어 상실로 인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규
정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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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UVO105a

C56O111a

30. 작업중에는 차량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32. 차량에 오르내릴 때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지 마십시오.

31. 작업장에 어린이 등 사람이 출입하

		

지 않도록 하십시오. 운전중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모서리부 작업시에
는 무리하지 말고 앞쪽 공간에 여유
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선회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상해사고를 당할 우
려가 있습니다.

KUVO153a

33. 출발할 때는 주위를 확인한 후 주행
하십시오. 어린이 등 사람이 차량 및
적재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멀리 떨어지게
한 후 출발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상해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차량에 충돌하여 상
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UTV(MC 2230)-한글판-01.ind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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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125a

KUVO155a

34. 도로 주행시 전륜구동 선택 레버가
「2WD」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5. 급출발, 급제동, 급선회를 하지 마십
시오. 저속으로 출발하십시오.

		

36. 선회할 때는 엔진속도를 저속으로

지키지 않으면 기대의 내구성에 악
영향을 미칩니다.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UUVO517A

37. 짐을 하역하기 위해 후진할 때는 반
드시 후방의 노면 상태를 확인하십
시오.
38. 하역작업 전 반드시 차량의 주차브
레이크를 확실히 고정하십시오.
39. 적재함을 올린 상태로 주행하지 마
십시오. 예기치 못한 적재함의 낙하
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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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차 할 때
40. 적재함을 올리거나 내릴 때 허리 부
상 및 적재함 밑에 손이 끼는 사고
등이 가장 우려됩니다. 절대 무리한
힘으로 들어 올리려 하지 마시고 지
지대 설치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1

UUVO113A

1. 모든 컨트롤 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끄십시오.

UUVO134A

2.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이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거나 시동
을 걸지 않도록 시동 키를 빼 놓으십시
오.
3.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반드시 주차 브
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끄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1.ind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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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107A

3. 변속기만 작동된 상태에서 경사로에
주차하면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삼가하십시오.
4.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이탈
해야 한다면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바
퀴에 고임목을 받쳐 두십시오.

668O103a

6. 고장 등 경우의 표지 : 운전자는 고장
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차량의 표지를 100m 이상의 뒤쪽 도
로상에, 야간에는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KUVO161a

7. 고장 등으로 인하여 도로주행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도로변 안전한 곳에 차
량을 정지시키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
할 수 있습니다.

5. 가파른 경사로에서는 차량을 주차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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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UVO171a

KUVO168a

KUVO177a

8. 발판대는 충분한 강도, 폭, 길이(적재함
높이의 4배 이상)의 미끄럼 방지, 후크
가 달린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10. 발판 위에서는 변속레버 조작을 삼
가하십시오.

12. 본체 커버는 소음기와 엔진이 완전
히 식은 후에 씌우십시오.

11. 본 차량을 싣고 내리는 도중에 차량

		

9. 전후륜의 타이어가 빠지지 않도록 폭

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넓은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발판의 좌우 위치와 평행, 안전을 확
인하고 저속으로 차량에 싣고 내리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발판이 부러져서 전복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UTV(MC 2230)-한글판-01.indd 19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도 슬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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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을 할 때

KUVO181a

13.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하여 보관하
거나(-)측의 단자만 분리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합선으로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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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VO127a

1. 차량 정비를 실시하려면 먼저 평평한
지면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 브레
이크를 걸고, 기어 변속 레버를 중립으
로 놓고 엔진을 끄십시오.

UUVO117a

2. 배터리 주변에서 작업하거나 차량에
연료를 주입할 때는 흡연하지 마십시
오. 또한 배터리와 연료 탱크로부터 모
든 화기와 불꽃을 멀리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배터리 충전시에는 수소와 산소
가 방출되므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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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진 정지

KUVO113B

3. 주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하며, 연료를 넘치게 주입하거나 흘리
지 않도록 하십시오.

UUVO118a

4. 구급 상자와 소화기를 상시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UUVO119A

5. 냉각수가 뜨거울 때는 라디에이터 캡
을 분리하지 말고, 차가울 때 캡을 첫
번째 멈춤 지점까지 천천히 돌려 압력
이 해제되도록 하십시오. 압력이 해제
되면 캡을 완전히 풀어도 됩니다. 냉각
수 보조 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라디에
이터보다는 보조 탱크에 냉각수를 주
입하십시오.
6. 주행시 뜨거워지는 부품은 반드시 식
힌 후에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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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120A

UUVO135A

7. 전기 구성품에 작업을 실시할 때는 배
터리 케이블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10. 타이어는 올바른 장비를 갖춘 전문
정비사가 장착해야 합니다.

8. 스파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배터리 음극 케이블을 먼저 분리하

11. 타이어 압력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수
명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사용설명서
에 나온 권장 압력 이상으로 타이어
에 공기를 주입하지 마십시오.

도록 하십시오.
9. 배터리가 방전되어 점프 스타트를 실
시할 때는 지침(5-10 페이지)을 읽고
그에 따라 실시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1.indd 22

12. 바퀴를 교체할 때는 먼저 차량을 안
전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T66O130a

13. 핀 구멍에서 나오는 오일은 잘 보이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출 부위는
손으로 찾지 말고 대신 마분지나 나
무를 이용하고 보안경 등을 착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이 새어 나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
료를 받으십시오. 오일로 인해 괴저
및/또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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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폐기물을 지표면, 하수구, 강물 등에
버리지 마십시오. 환경 친화적인 방
법으로 폐기하거나 재활용 센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을 강구하십시오.

UUVO104A

14. 차량을 절대 개조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면 차량의 기
능에 악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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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91O187a

15. 폐기물을 올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폐사의 장비에 사용되는 유해 폐기
물로는 오일, 연료, 냉각수, 브레이크
액, 필터,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를 배출시킬 때는 누수
및 누유방지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16. 음식이나 음료용기를 사용하면 누군
가 음료로 착각하고 마실 수 있으므
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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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VO118a

KUVO116A

18. 엔진 및 트랜스미션 오일이나 부동
액을 폐기할 때는 폐기설비를 갖춘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19. 배터리액이 신체나 옷에 묻지 않도
록 주의 하십시오. 배터리액이 눈, 피
부, 옷, 공구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충분히 세척하십시오. 눈에 들
어 가거나 마셨을 때는 의사의 진단
을 받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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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VO128a

20. 점검 및 정비 등으로 분해한 커버류
는 정비점검후에 원상태로 재부착하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엔진부에 걸려 말려
들어가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
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배터리액(묽은 황산)
으로 인해 옷이 손상되거나 실명 또
는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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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S 사용시 안전 준수사항

1

UUVO437E

UUVO143A

UUVO104A

(1) ROPS

1. R O P S(R o l l O v e r P r o t e c t i v e
Structure)는 차량 전복시 탑승자를 보
호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된 구조물입
니다. ROPS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반
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십시오. 안
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ROPS의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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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차량의 ROPS는 전복시의 방호
구조물로 FOPS 즉, 낙하물에 의한
방호 구조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
차량을 낙석 위험지역, 고층 건물 건
설 현장 등에서 운행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ROPS는 구조물이 약화될 수 있기 때
문에 절대로 용접, 절삭 및 절단에 의해
개조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ROPS
장치가 손상되었다면 반드시 교체하십
시오. 어떠한 이유로던 ROPS의 이완
되었거나 탈거되었다면 원래의 위치에
그 부품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볼트를 적절한 토오크로 체결하십시오.

2013-11-04 오후 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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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의 명판관리
명판 부착위치

UUVO1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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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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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UVO1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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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번:U3215-85221

(3) 품번:T4625-52351

(5) 품번:U3215-85311

U3215-85311

(4) 품번:T2610-54111

(2) 품번: U3215-85291

(6) 품번:U3215-85281

U3215-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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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7) 품번: T4625-52361

1 -29

(9) 품번:U3215-85231

1

U3215-85231

(10) 품번:U3215-85241

(8) 품번:U3215-85301

(11) 품번:U3210-85861

주 의
고부하 운전 시 고속 기어를 사용하면 CVT벨트의 수명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주형 혹은 작업조건에서는 반드시
저속 기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가. 가파른 언덕이나 경사지 등반 시
나. 화물 적재 운전 시
다.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견인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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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번:U3215-85321

(14) 품번:U3215-85271

(16) 품번:U3215-85001

조향 능력 저하에 따른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으로 주행 중이거나 경사로에서 차동장치를
잠그거나, 차동장치가 잠긴 상태로 선회하지 마십시오.
U3215-85001

(17) 품번:U3215-85581
U3215-85271

이 기계는 농경지 내에서
운반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도로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13) 품번:U3215-85261

U3215-85581

(15) 품번:U3215-85331

U3215-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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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18) 품번:U3215-85251

1 -31

(19) 품번:U3215-85481

1

$75ٛऀ֜ࠜହଭߦԹ
ুܑࠜ࣡լࠬਏૈ
U3215-85481

(20) 품번:U3215-85581
U3215-85251

఼ঃැيࡣॷճࢺࠜ
ੰॷාଡࢱ݁ਏஜਖਏૈ
ଭୀԧੰߦ࢛ۍୣ۩ੳࠬਖਏૈ
࣭ఙ߆ଠୢୀଲԧۇ
ܑߧ୪ୁܤఙ߆ۗۍ
ୣ۩ߦஆজଞߦହଭԹ
ࠬਖਏૈ
ੲୢঃଭॷକߦࢱߚܛړఙۀ
ହଭߦԹ්ઢଞ
ହଭԹਏॷࠨړડਏෘಅଭՋ
ஂୀׁ۩ౢ౫ী݊ଭऄଲଳଡ
ࢲଡ଼ۗۍ
U3210-8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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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관리 유의사항
차량에는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안전
주의 명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각 명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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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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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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손상 또는 망실된 명판은 대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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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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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식별번호
차량 일련번호

엔진 일련번호
부품을 주문하거나 서비스정보가 필요하
면 항상 차량의 제조번호 및 엔진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정비할 때는 대리점에 차량 일련번호와
엔진 일련번호를 알려 주어야 하므로 지
금 즉시 아래란에 해당정보를 기록해 두
십시오.
차량 일련번호
UUVO201e
UU-

UUVO202e
UU-

(1) 차량 일련번호

(1) 엔진 일련번호

이 번호는 제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배
터리 주변의 차체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
습니다.

엔진 일련번호는 분사펌프가 장착된 엔
진 실린더 블록면에 타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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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외관부 치수

C

C

G
D

E, F

A

B

UUVO301B

전장(A)

전폭(B)

전고(C)

축거(D)

전륜 륜거(E)

후륜 륜거(F)

최저지상고(G)

3,205

1,543

2,120

2,240

1,270

1,27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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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원
MECHRON 2230

주요 항목
모델

3C100LWU

엔 진

실린더 수
총 배기량

3
cc

연료
출력(GROSS POWER)
정격회전수

1,007
디젤

KW(HP)
rpm

16.4(22.0)

용 량

L

3.2

연료탱크

L

28.0

기어박스 오일

L

0.9

앞차동 케이스 오일

L

0.6

뒤차동 케이스 오일

L

0.8

냉각수

L

6.3

구동부

주변속

3

2,800

엔진오일

벨트 무단변속(CVT)

부변속
최대 속도

비고

저속/고속/중립/후진
Km/h

브레이크

30: 표준, 40: 옵션
유압 건식 캘리퍼 디스크

현 가

전방 현가장치

맥퍼슨 스트러트 타입(독립형)

후방 현가장치

더블 A-암 위시본 타입(독립형)

스티어링 타입

파워스티어링

※ 본 제품사양은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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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원
MECHRON 2230

주요 항목

비고

타이어 적재함

전륜(타이어 패턴)

25x10-12 (작업용, 잔디용), 25x10.5-12 (농용)

표준사양: 작업용

후륜(타이어 패턴)

25x10-12 (작업용, 잔디용), 25x10.5-12 (농용)

표준사양: 작업용

치수(길이 x 너비 x 높이)

mm

1,280 x 1,427 x 293

적재 하중

kg

500

최소회전반경

m

4.5

총 차량중량

kg

890

최대 견인하중

kg

590

최대 적재중량(운전자 포함)

kg

575

시트 용량

1 인석(슬라이드형)

카고 덤프방식

수동식/유압식

앞 범퍼(브러시 가드)

표준장착

전복 보호구조(ROPS)

표준장착

기 사이드 미러

볼록 후사경 (컨벡스 타입) 표준장착

타 선 캐노피 키트
안전 라이트 키트

유압키트 부착 기준

표준장착

옵션 선택

도로 주행 시 반드시 장착 권장
플라스틱 몰딩 캐노피

혼, 브레이크등, 방향 지시등, 비상등 스위치 등 포함 표준장착 도로 주행 시 반드시 장착 권장

유압덤프장치

옵션장착

보조 유압밸브장치

옵션장착

핸드 쓰로틀 장치

옵션장착

속도계, 연료계, 시간계

※ 주기 : 본 제품사양은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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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고

계기판

표준장착

속도계, 연료계, 시간계

윈치 마운트

표준장착

앞 범퍼(Brush guard)에 마운팅 볼트 구멍 구비

콤비네이션 스위치

표준장착

각종 등화류 및 혼 용

헤드 레스트 키트

표준장착

3단계 높이 조절형

스키드 플레이트 키트

표준장착

윈드실드 키트

옵션장착

아크릴 재질의 앞유리

파워 스티어링

표준장착

-

리어 스크린 키트

표준장착

차량 하부 중요 부품 보호용
험로 운전시 장착 권장

3

운전석 후방 보호용 철망
부피가 큰 적재물 운반 시 장착 권장

※ 주기 : 본 제품사양은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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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품목 및 기능
항목

기능 및  특성

안개등 키트

두 개의 안개등 및 작동 스위치

작업등 키트

2개의 작업등 및 작동 스위치

적재함 연장대 키트
번호판 키트
보조유압 밸브 키트

차량 번호판 장착을 위한 철재 판
밸브, 유압 호스, 커플러 및 작동 레버로 구성
유압호스

핸드 악셀 키트

핸드 악셀 레버 및 케이블로 구성

서스펜션 보호 키트
머플러 스파크 어레스터 키트

선 캐노피 전방에 장착

적재함 높이 증대용

유압호스 키트

전방 히치 장착구 키트

비고

2인치 4각 장착구
전후 서스펜션에 부착
배기 불꽃을 방지하여 산불 예방

반드시 유압 덤핑 키트에 추가하여 장착
보조 유압 밸브 사용 시 작업기와의 연결호스가 필요함
보조 유압 밸브 사용 시 장착 필요
브러쉬 가드 하부 커버 제거 후 장착
CV 조인트 보호를 위해 장착
머플러 배기관 끝에 장착

올터레인 타이어

공장 옵션

레져 및 산악용 타이어

터프 타이어

공장 옵션

골프장 등 잔디용 타이어

어그리(Agri) 타이어

공장 옵션

농업 전용 타이어

※ 주기 : 본 제품사양은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옵션 품목은 개발지연으로 공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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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도

4

UUVO461e

(1)
(2)
(3)
(4)
(5)

시트백
시트
덤핑 손잡이
덤핑 래칫
연료탱크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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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PS
(7) 파워스티어링 휠
(8) 후드
(9) 전조등
(10) 앞범퍼(브러시 가드)

(11)
(12)
(13)
(14)
(15)

후방 반사경
적재함
후방 히치 리시버
후방 흙받이
선 캐노피

(16)
(17)
(18)
(19)
(20)

전방 방향 지시등
윈드실드
백미러
리어 스크린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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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전기식 냉각팬 모터
팬모터는 냉각수 온도가 80℃ 이상 올라
가면 작동이 되며 75℃ 이하로 내려가
면 정지합니다. 두 지점사이의 5℃ 차이
는 팬모터가 계속적으로 "ON" 및 "OFF"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팬모
터는 엔진이 정지되었다 할지라도 키가
"ON" 위치상태에서 냉각수가 여전히 뜨
거우면 가동될 수 있습니다.
UUVO402E

(1) 후드 		

(A) 잠금고리

후드 잠금고리는 두개의 고무타입으로 작
동이 편리합니다. 항상 양쪽이 견고하게
잠겨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


고

UUVO452A

(1) 후드 지지대

주


엔진의 고장을 막기 위해서 팬모터는 회
로상 배선이 분리되었거나 단락되었더라
도 계속 가동됩니다.

의

후드를 닫을 때는 사용자나 다른사람
의 손등이 끼지 않도록 확인후 닫아
주십시오.

주행전에 후드가 완전히 잠겨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잠겨있지 않으면 주행
중에 후드가 열려 예기치 못한 사고
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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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전조등

후방 히치 리시버

UUVO404e

(1) 앞차축 		

(2) 뒤차축

본 차량의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러트 타
입, 후륜에는 더블 A 암 타입의 독립 현가
장치를 채용하여 4륜이 모두 탁월한 서스
펜션 성능을 발휘합니다. 후륜 서스펜션
의 경우 스프링 스트로크 조절을 통해 탄
성을 조절할 수 있어 운전자의 취향에 따
라 현가 특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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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405e

(1) 좌측 전조등		

(2) 우측 전조등

전조등은 상향등과 하향등 기능을 가진
할로겐 전구로 되어 있으며 반사판은 크
롬 도금이며 흑색과 베젤 커버가 디자인
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경


4-

고

상향등은 도로주행시 맞은 편 운전자
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UUVO406A

4

(1) 후방 히치 리시버

본 차량에는 후방 히치 리시버가 표준 장
착되어 있습니다. 작업기측 드로우바는
차량과 함께 공급되지 않습니다.
후방 히치 리시버는 2인치 사각 보스 타
입으로 트레일러 및 3점 히치 작업기 장
착시 사용됩니다.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
을 입지 않으려면 다음 주의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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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륜 흙받이

경














반사경

고

트레일러 카고 안에 승객을 태우고
절대 운행하지 마십시오.
견인 브라켓에 59Kg 이상의 하중을
절대로 부가하지 마십시오.
견 인 시 는 차 량 을 8 Km/h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제동거리가 늘
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트레일러 중량(트레일러와 화물중량
포함)이 590Kg 이상일 때는 견인하
지 마십시오.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히치 브라켓에
만 부착하십시오.
사고를 당하거나 차량 제어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트레일러를 다른 어떤
위치에도 부착하지 마십시오.

UUVO407A

UUVO408A

(1) 후륜 흙받이

(1) 좌측 반사경		

후륜 흙받이는   적재함 아래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원형 모양의 반사경은 후륜 팬더 양쪽에
표준으로 장착착되어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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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측 반사경

의

운전 전에 반드시 반사경을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반사경
이 청결하지 않을 경우 흐린 날이나 야
간 운행시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 주행 중에는 사이드미러, 방향
지시등, 반사판, 헤드램프등의 작용
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주행중에는 적재함에 사람을 승차시
키지 마십시오.

2013-11-01 오후 2:17:33

취급요령 및 특징

4-

스위치 장치
안전 라이트 키트

4

UUVO409D

(1) 브레이크등 및 미등
(2) 방향지시등 및 비상등

1. 도로고주행 중 진행방향을 바꿀때는 방
향지시등으로 진행방향을 알려 주십시오.
2. 야간주행중에는 앞에서 오는 차와 서로
지나 칠때는 라이트 스위치를 하향으로
하여 앞에서 오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주의 하십시오.

주


KUVO410C

(1) 콤비네이션 스위치
(2) 비상등 스위치
(3) 와이퍼 스위치

(4) 예비 스위치 패널
(5) 12V 전압 공급장치

기

안전 라이트 키트는 콤비네이션 스위
치에 의해 작동되므로 방향지시등과
혼용 스위치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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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키 스위치
  

(B)

시동키의 한쪽 모서리가 "B" 위치에 있으
면 기대의 엔진 및 전기장치가 모두 정지
된 상태입니다.



  ACC (C)

UUVO468D

(1) 시동 스위치		
(B) Stop		
(D) ON		

시동키를 "C" 위치로 돌리면 전원 잭 사
용이 가능하며, 브레이크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점등됩니다.

(A) 예열
(C) ACC
(E) 시동

      (A)

      (D)

"A" 위치는 수동예열로 평상시에는 사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키가
멈추지 않으므로 키를 이 위치에서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수동예열은 혹한기에 자
동예열만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사용하며 한번에 9초 이상 예열하면 예열
장치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C" 위치는 "ON" 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계기판의 오일압력 경고등과 배터리 충
전 경고등이 점등(이들은 시동이 걸리면
곧바로 소등됨)되고 자동예열이 시작됩
니다. 자동예열은 계기판의 예열 알림등
의 점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차가
운 날에는 예열 알림등이 꺼질 때까지 충
분히 예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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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위치는 시동위치입니다. 시동이 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를 중립에 두어야 합
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면 곧바로 키를 놓
아야 하며 이때 시동키는 "D" 위치로 되
돌아 갑니다.

주


기

자동 예열장치는 엔진의 온도가
30℃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작동되지
않고 예열램프도 점등되지 않으므로
예열없이 곧바로 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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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스위치
전조등 스위치

주






시동이 걸린 후 오일압력 경고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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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빼지않고 시동키 스위치에 그대
로 두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차
량의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키를 제
거하십시오.

주


의

기

폐사의 시동키는 방향성이 없어 어느
방향으로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 폐사의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한
형상의 키가 사용되므로 기대를 옥외
또는 작업장에 방치하여 도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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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413A

UUVO412A

(1) 방향지시등 스위치   	   (2) 전조등 스위치      
(3) 혼 스위치

(1) 전조등 스위치
(B)	       : 하향등 ON

4

(A) OFF : 전조등 OFF
(C)	       : 상향등 ON

전조등 스위치는 시동키 「ON」위치에
서 작동되며 전조등과 미등(장착시)이 켜
지면 계기판에 점등이 됩니다.
엔진 시동을 끈 상태에서 KEY ON 하여
전조등을 장시간 사용하면 배터리 방전
이 우려됩니다.

경


고

상향등은 도로주행시 맞은 편 운전자
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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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스위치

방향지시등 스위치

주

기



방향지시등은 자동으로 원위치 되지
않으므로 회전이 끝나면 레버를 중립
으로 복귀 시키십시오.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은 키를 꽂지 않
아도 작동됩니다. 따라서 시동키가
「OFF」위치에 있어도 계속적으로
점멸하여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UUVO455A

UUVO414A

(1) 방향지시등 스위치
(A)	        : 방향지시등 ON

방향지시등 스위치 레버를 위쪽으로 올
리면 우측 방향지시등이 점멸되고 아래
쪽으로 내리면 좌측 방향지시등이 점멸
됩니다

UTV(MC 2230)-한글판-04.indd 10

(1) 혼 스위치

혼 스위치는 시동키를 꽂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버턴을 누르면 경적이 울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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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스위치

와이퍼 스위치

주

의



비상등은 시동키를 꽂지 않아도 작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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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VO469A

UUVO415A

(1) 비상등  스위치
(A) ON      		

(B) 	 OFF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 트랙터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주변차량에 경고표시를 보
낼때 사용합니다. 스위치를 위로 누르면
비상등이 점멸하고 원위치 시키면 꺼집
니다. 비상등이 점멸할 때는 방향지시등
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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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이퍼  스위치
(A) ON      		

4

(B) 	 OFF

1. 와이퍼 스위치를 누르면 와이퍼가 작동
합니다.
2. 와이퍼 스위치 "ON"상태에서 다시 누르
면 윈도우 브러쉬에 연결된 노즐에서 워
셔액이 분출됩니다.

2013-11-01 오후 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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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예비 스위치 패널

12V 전압 공급장치

경


운전중 헤드폰을 이용하여 라디오나
음악을 듣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오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12V 이하, 10A 이하의 직류 전기제
품만을 사용하십시오.



전열기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KUVO416A

KVO462A

(1) 예비 스위치 패널

(1) 12V 전압 공급장치

예비 스위치 패널은 비상등 스위치, 작업
등 스위치, 안갸등 스위치 및 기타 작업기
를 옵션으로 추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
비된 것으로 미사용시는 그 대용으로 플
라스틱 플러그가 끼워져 있습니다.

12V 전압 공급장치는 "ON" 또는 "ACC"
에서 작동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4.indd 12

고

엔진 시동을 끈 상태로 장시간 시용하거
나 용량이 초과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2013-11-01 오후 2:17:41

취급요령 및 특징

4 -13

계기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연료계
속도계
냉각수 온도계
좌측 방향지시등
중립 표시등
상향 표시등
연료부족 경고등
예열 표시등
사용시간 적산계
배터리 충전 경고등
주차브레이크등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
우측 방향지시등

4

UUVO417A

UTV(MC 2230)-한글판-04.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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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속도계/사용시간 적산계

연료계
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
비점검편의 페이지 7-19“연료장치 공
기빼기”를 참조하십시오)

주

UUVO418A

T46O568A

(1) 속도계            	   (2) 사용시간 적산계

(1) 연료계                    
“E”: 비어있음                 “F”: 가득함

속도계는 지정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규
정 타이어 압력을 지켰을 때 정확도가 보
장 됩니다. 타이어 압력에 대해서는 일상
점검 편을 참조하십시오.

시동키를 「ON」으로 돌리면 자동적으
로 연료의 잔량이 표시됩니다.

사용시간 적산계는 차량의 총 사용시간
을 숫자로 나타 냅니다.
엔진 정지시는 Key on 되었다 할지라도
적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주기에 차량을 정비점검을 하기
위해 사용시간 적산계를 사용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4.indd 14

기



불량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정품연료를 사용하십시
오.



동절기에는 시동성 향상을 위해 동절
기용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F : 연료의 충만상태를 나타냅니다.
·E : 연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연료가 "E"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면 연료부족 경고등(   )이 점등됩
니다. 연료가 모두 떨어져 시동이 멈춘 경
우 연료를 재충전한다 하더라도 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장치내에
공기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공기빼기" 작

2013-11-01 오후 2:17:43

취급요령 및 특징

냉각수 온도계

로 엔진 스스로 냉각될 때까지 기다리십
시오. 냉각되지 않으면 후드를 열고 라디
에이터 팬의 구동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팬이 멈춘 경우 시동을 끄고 지정 대리점
으로 문의하십시오.

주

H11O425A

시동키를 「ON」으로 돌리면 자동적으
로 냉각수 온도가 표시됩니다.

지침이 우측 적색구역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작업 부하를 적당히 조절해
주십시오.



지침이 적색구간에서 내려 오지 않
을 경우 절대 엔진을 곧바로 정지하
지 말고 먼저 작업 부하를 줄여 충분
히 냉각된 후에 정지하십시오.



빠른 냉각을 위해서 후드 앞 그릴로
공기흡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소해
주십시오.



뜨거울때는 라디에이터 캡을 절대
열지마십시오.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C : 냉각수가 저온상태입니다.
·H : 냉각수가 고온상태입니다.
그림의 “2”는 정상 운전 구간으로 적정
한 엔진온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행 중에 지침이 “H” 구역에 있으면
엔진이 과열된 것입니다. 엔진 시동을 끄
지말고 잠시 작업이나 주행을 멈춘 상태

UTV(MC 2230)-한글판-04.indd 15

엔진 오일압력 경고등

의



(1) 냉각수 온도계		 (2) 정상 운전 구간
   “C”: 저온		  “H”: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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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419A

4

엔진오일의 압력이 저하되거나 오일이
부족하면 점등됩니다.
최초 시동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점
등되었다가 시동이 걸리면 자동 소등됩
니다. 운행중에 점등이 되는 경우에는 즉
시 엔진 시동을 정지하고 엔진 오일량을
점검해주십시오.
엔진 오일량이 규정치 임에도 경고등이
점등되면 구매 대리점이나 가까운 정비
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2013-11-01 오후 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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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배터리 충전 경고등

주

상향표시등

의



엔진오일이 규정치 이하인 상태로 주
행하거나 작업할 경우에는 엔진이 소
착될 수 있으므로 삼가십시오.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주
행 및 작업하면 엔진에 치명적 손상
이 발생합니다.

UUVO420A

UUVO421A

키 스위치가 초기「ON」상태일 때 점등
되었다가 시동이 걸리면 자동 소멸됩니다.

전조등이 상향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청색으로 점등됩니다.

주


의

운전중 경고등이 점등되면 발전기등
충전계통에 이상이 있으므로 불필요
한 전기장치를 모두 끄고 신속하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을 때나 도로
주행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구매 대리점이나 가까운 정비센터에
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4.ind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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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방향지시등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예열 표시등

UUVO422A

UUVO423A

UUVO4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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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열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표시합니다. 시
동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약 9초 동
안 점등됩니다. 표시등이 소등 되자 마자
시동하면 가장 좋은 시동성능이 발휘됩
니다. 엔진이 충분히 따뜻한 경우 예열 표
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예열없이 곧바로 시동을 거십시오.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적색으로 점등
이 됩니다.

UTV(MC 2230)-한글판-04.ind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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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

의

주차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도 계속
점등되어 있으면 구매 대리점이나 가
까운 정비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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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중립 표시등

연료부족 경고등

UUVO425A

UUVO426A

변속레버가 중립으로 놓으면 녹색으로 점
등됩니다.

연료부족에 이르게 되면 점등이 됩니다.
점등이 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연료 레벨이 "E" 이하에서
계속 주행을 하면 엔진의 연소상태가 불
안정하여 엔진부품들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중립 표시등이 들어 올때만 시동이 가능
합니다.

연료장치내에 공기가 들어가면 연료라
인 공기빼기를 위해 "정비점검" 단원 의
7-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4.ind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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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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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장치
변속레버

UUVO428A

KUVO427A

(1) 변속 레버
H: 고속 		
N: 중립		

4

L: 저속
R: 후진

변속레버에는 “H”(고속), “L”(저속),
“N”(중립), “R”(후진) 등 4개의 기능
을 가집니다.
(1) 파워스티어링 휠
(2) 차동고정 레버
(3) 변속 레버

UTV(MC 2230)-한글판-04.indd 19

(4) 2WD/4WD 변속 레버
(5) 브레이크 페달
(6) 가속 페달

본 차량은 인라인 타입의 변속레버를 구
비하여 조작이 편리합니다. 또한 고속전
진과 중립사이에 안전 스톱퍼가 장착되
어 전진과 후진 작동시에 안전한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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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차동 고정레버(후륜)

중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
동고정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

주변속은 CVT 벨트 무단변속으로
자동으로 변속됩니다.
고속, 저속 및 후진변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차량을 정지하십시오. 이동
중에 변속을 시도하면 기어박스 내부
부품의 파손 원인이 됩니다.
등판길을 오를때나 험로 주행시 저속
기어를 사용하십시오. 보다 강력한
구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VT벨트나 풀리의 내구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차동고정장치]
차동
심한
리는
전을

UUVO429A

(1) 차동고정 레버     (A) 당겨서 올리면 “분리”
(B) 당겨서 내리면 "연결”

차동 장치는 차량이 회전할 때 회전 경로
를 중심으로 바깥쪽 바퀴가 안쪽바퀴보
다 빠르게 돌도록 하여 원활한 회전이 가
능토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한 쪽 바퀴가 진흙이나
얼음판 위 등 미끄러운 노면에 있고 반대
쪽 바퀴는 정상 노면에 있는 경우 마찰이
적은 노면위에 있는 바퀴는 고속으로 회
전하고 마찰이 큰 노면위의 바퀴는 회전
하지 않아 차량이 이 지역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4.indd 20

고정장치는 마찰이 적거나 요철이
험로에서도 차량의 좌우 바퀴에 걸
마찰의 관계없이 좌우 측 바퀴의 회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연결 시킴으

로써 차량의 험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미끄러운 길이나 험로에서 월등
한 견인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주


의

차동 고정장치는 험로에 차량이 빠진
경우나 그것이 예상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위
치(DIFF. UNLOCK)로 되돌려 놓으
십시요. 불필요하게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정상 노면의 주행로에서 지속사
용 할 경우 차축 내부 기어류의 내구
수명이 짧아지거나 고장의 직접적 원
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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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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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D-4WD변속 레버

주

의



차동고정장치를 사용할 때는 차량의
조향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고속
운전을 피하고 가급적 직진 상태에서
만 사용하십시오. 조향각이 직진이 아
닌 상태에서 지속 사용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고 조향 실패로 인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차동고정장치의 연결은 반드시 차량
을 완전히 멈춘 후 실시하십시요. 주
행 중 연결하면 차동 연결장치의 내구
수명이 단축 됩니다.

LSD( Limited Slip differential) 차동고정-전륜
LSD 차동고정 장치는 양 바퀴에 도로 마
찰 조건이 극심하게 차이가 날지라도 양
바퀴에 휠 회전속도 차이를 자동으로 조
정하여 견인력을 양바퀴에 고르게 분산
시켜 줌으로써 자동으로 차동고정 기능
을 발휘합니다.

UUVO430A

(1) 2WD-4WD변속레버 		
(A)“2WD” 위치			

4

(2) 고정장치
(B)“4WD” 위치

2WD-4WD 변속레버에는 잠금장치가 구
비되어 있어 조작시 잠금장치를 손가락
으로 당겨 올려 주어야 합니다.
4WD는 미끄러운 길, 요철이 심한 길 등
험로주행시나 급경사 등 접지력이 취약한
주행로에서 한시적으로만 사용하고 평상
시에는 2WD로 사용하십시오.
불필요한 4WD는 차량의 내부 기어류에
부담을 주며 조향성능에도 악영향을 줍
니다.

UTV(MC 2230)-한글판-04.ind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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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브레이크페달

주차브레이크

중


요

개울을 넘었거나 진흙 구덩이를 빠져
나온 후에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젖은
상태이므로 미리 브레이크를 여러번
작동하여 습기를 제거하여 응급상황
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KUVO431A

(1) 브레이크페달		

(A) 밟음

브레이크페달은 가속페달 좌측에 위치합
니다. 브레이크페달을 서서히 밟아서 차
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십시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차량이 활공할 수
있으므로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UUVO432A

(1) 주차브레이크 레버
(A) 해제하려면 버턴을 누르면서 아래로 내릴것
(B) 	고정하려면 위로 당길것

자동차와 같은 핸드 레버식 주차브레이
크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주차브레이크가
해제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경

고

차량의 움직임에 따른 신체 사고나 인
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기어 변속 위
치에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 CVT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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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가속페달

경

의자

고



어린이나 구경꾼들이 방치된 차량을
운전하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
량에서 떠날 때는 필히 주차브레이크
를 체결하고 키를 빼십시오.



본 차량은 CVT 무단변속 차량이므
로 변속레버를 H, L 혹은 R 에 위치
한 상태라 할지라도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으면 차량이 경사를 활공
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떠날 때는 항상 주차브레이크
를 체결하십시오.

UUVO434D

KUVO433A

(1) 가속페달		

(A) 밟음

가속페달은 브레이크 페달 오른쪽에 위치
합니다.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가
속페달을 밟으면 차량이 급출발하여 위
험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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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트쿠션		
(3) 의자조정레버

4

(2) 시트 백

의자는 운전석만 있는 1인승 버켓 의자입
니다. 엔진룸을 보려면 의자 옆의 엔진룸
상부 커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의자를 전,
후로 조정하려면 시트 앞쪽 아래에 있는
의자조정레버를 좌측으로 당기고 원하는
위치로 의자를 조정하십시오.

2013-11-04 오후 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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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안전벨트

헤드레스트

경


안전벨트는 사고시 상해를 줄여줍니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안전
벨트가 꼬인 상태로 착용하지 마십시
오.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위험합니다.



벨트는 허리나 배의 위치보다는 최대
한 아래쪽 골반 부위를 지나도록 착
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사고시
안전도가 현저히 낮아 집니다.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본 차량에 탑승
을 절대 금합니다.

UUVO435c

(1)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자동 수축형 3점식 랩 벨트입
니다.
1. 착용시 벨트가 꼬이지 않도록하고 "딸
깍" 소리가 날 때까지 버클을 삽입하십

고

UUVO436E

(1) 높이 조정가능한 헤드레스트

리어 프레임 양쪽 상단에 운전석과 승객
석 위치에 헤드레스트를 장착할 수 있습
니다. 헤드레스트 높이는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오.
2. 벨트를 풀때는 버클 소켓의 적색 버턴
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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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ROPS

사이드 미러

경




(1) ROPS



강한 철재 튜브로 용접하여 만든 일체형
ROPS는 사고가 발생시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해 줍니다. 폐사의 ROPS는 각종법
규(OSHA, OECD, EEC, ASAE 등)를 준
수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경

고

본 차량의 ROPS는 전복시의 방호
구조물로 FOPS 즉, 낙하물에 의한
방호 구조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
차량을 낙석 위험지역, 고층 건물 건
설 현장 등에서 운행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

UUVO4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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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UUVO438B

ROPS:Roll Protective Structure
(전복 방호 구조물)
F O P S : F a l l i n g O b j e c t s  
Protective Structure(낙하물 보호
구조물:주로 건설 장비에 장착됨)

(1) 사이드 미러

본 차량은 좌, 우측에 볼록 거울형 외부
후사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경

고



볼록 거울이므로 넓게 보이지만 거울
이 비친 대상은 실제로는 더 가까이
에 있습니다. 급격한 운전 경로 변경
은 추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변경할 때나 회전할 때는 방
향지시등을 사용하거나 수신호를 보
내십시오.

고

운전 중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십
시오. 안전벨트 미착용은 전복사고시
ROPS 의 효과를 무력화 시킵니다.

4

UUVO4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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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앞 범퍼(브러시 가드)

스키드 플레이트

UUVO439E

선 캐노피

KUVO403A
KUVO403B

UUVO440d

(1) 앞 범퍼(브러시 가드)

(1) 스키드 플레이트1		

(2) 스키드 플레이트 2

강한 철재 튜브로 제작된 앞 범퍼는 단단
한 나무나 돌로부터 전조등 및 라디에이
터를 보호해 줍니다. 앞 범퍼에는 윈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동축, 기어박스, 엔진 밒 배터리의 하부
주요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스키드 플레
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 선 캐노피

우천시나 햇볕에서의 안락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유선형으로 디자인 되어 있
어 차량 전체의 외관을 더욱 더 품위있게
해 줍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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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량이 차고에 들어 갈 때 차고입구
의 높이가 차량의 높이보다 낮은 경
우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013-11-04 오후 4:06:47

취급요령 및 특징

윈드쉴드(옵션)

후방 스크린

경

UUVO441E

후방 스크린이 장착되지 않는 경우
딱딱한 물건을 적재함 난간의 높이보
다 높게 적재하지 마십시오. 급제동
시 적재물에 의해 운전자나 승객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후방 스크린의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적재물 적재시는 항상 밧줄로 견고하
게 고정하십시오.



(1) 후방 스크린

윈드쉴드는 투명 아크릴로 제작이 되었
으며 운행시 바람을 막아주어 보다 안락
한 운전조건을 제공합니다.

후방 스크린은 제동 관성에 의해 적재함
의 적재물이 운전자의 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고



UUVO442e
KUVO442A

(1) 윈드쉴드

UTV(MC 2230)-한글판-04.ind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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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히 후방 스크린이 장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용 헬멧을 착용하도
록 적극 권장합니다.

2013-11-01 오후 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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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전방 히치 리시버(옵션)

컵 홀더 및 수납함

KUVO444A

UUVO443A

(1) 앞 범퍼(브러시 가드)

(2) 전방 히치 리시버

전방 히치 리시버는 앞 범퍼(브러시 가드)
아래쪽에 장착하며 2인치 사각 보스 타입
입니다.
전방 히치 리시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브러시 가드의 하부 스크린을 탈거하십
시오.

적재함

(1) 컵 홀더		
(3) 조수석 수납함		

(2) 운전자측 수납함
(4) 운전석 수납함

컵 홀더는 운전석측과 조수석측에 각각 1
개식, 2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측 수납함은 두껑이 없고 조수석
측 수납함은 두껑이 있습니다.
UUVO445A

(1) 와이어로프        (2) 뒷문
(A) 닫힘                 (B) 열림

(3) 래치 핸들

적재함 뒷문을 열때는 양쪽 손잡이를 동
시에 돌려 당겨주십시오. 닫을 때는 잠금
장치가 확실히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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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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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작동레버(수동식 모델)

경


UUVO446e

(1) 덤핑 래칫		
(A) 돌림		

(2) 덤핑 핸들
(B) 위로 당김

UUVO516A

(1) 카고 지지대 		

적재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한손으
로 덤핑래치를 돌림과 동시에 다른 한손
으로 손잡이를 들어 올리십시오. 적재함
지지로드가 고정 홈에 확실하게 안착되
었는지 확인후 적재함을 놓으십시오.

주


의

적재함에는 아래 명시된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마십시오.

경

고

적재함을 올리고 내릴 때 적재함과
캡 프레임 사이에 손과 발 같은 신체
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착
된 손잡이만을 잡으십시오.

4

(2) 지지대 홈               

고



절대로 적재함 내에 승객을 태워 운
행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상해나 인
명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적재함을 기울인 채로 운전하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운행하기 전에
적재함을 내려 주십시오.

최대하중: 5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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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적재함 작동레버(유압식 모델)
플로팅 기능 사용시

주


의

적재함에는 아래 명시된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마십시오.

최대하중: 500 Kg

경


UUVO463B

UUVO469D


(1) 유압 레버
(A) 상승

(2) 레버 고정장치
(B) 하강

적재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주차브레
이크 옆에 위치한 레버의 고정장치를 해
제하고 당기면 상승하고 밀면 하강합니다.
주행중에는 반드시 레버고정장치를 이용
하여 레버를 고정하십시오.
레버를 플로팅 위치에 놓게되면 시동을
걸지않는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 수 있습
니다.  

UTV(MC 2230)-한글판-04.indd 30

(1) 레버 고정 브라켓			

(2) 스톱퍼

플로팅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플로팅 기능 해제 스토퍼를 제거하여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까운 대리점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평상시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안전
고정 브라켓으로 레버를 반드시 고정
하십시오.
절대로 적재함 내에 승객을 태워 운
행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상해나 인
명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적재함을 기울인 채로 운전하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운행하기 전에
적재함을 내려 주십시오.
적재함을 올리고 내릴 때 적재함과
캡 프레임 사이에 손과 발 같은 신체
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착
된 손잡이만을 잡으십시오.
이동시에는 유압 레버를 반드시 중립
상태에 놓인 것을 확인 하십시오. 만
약에 유압레버가 플로팅 기능에 놓인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3-11-01 오후 2:17:56

취급요령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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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유압레버 및 핸드 쓰로틀 레버(옵션)
기대의 후방에 구비된 유압포트에 유압작
업기 또는 유압 모터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조작하는 레버입니다. 고정 브라켓을
해제한 후 레버를 당기거나 밀면 유압이
공급되며 작업기가 작동합니다. 레버를 되
돌리면 유압 공급이 멈추거나 외력이나 하
중에 의해 실린더가 수축 될 수 있습니다.

주
UUVO464A

(1) 보조 유압레버		
(A) 당김		

(2) 고정 브라켓
(B) 원 위치



의

이 밸브는 유압 모터 구동에 적합한
ON-OFF 타입으로 유압 실린더의
작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압실
린더가 장착된 작업기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구매 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UT3O465A

(1) 핸드 쓰로틀 레버
(A) 당김

이 레버는 엔진 룸 커버를 들어 올리면
내부에 장착되어 있고 보조 유압장치를
사용할 때 작업조건에 맞춰 엔진 RPM 을
조정하는 정속 조정 장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레버
를 원위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경

UUVO466A
UUVSE07A

(1) 토출 포트		
(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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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레인 포트
(B) OUT

4

고

주행전에는 반드시 쓰로틀 레버가 최
저속도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그렇지 않으면 급출발로 인한 사
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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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등(옵션)

연료 탱크
3. 디젤유는 어떤 조건에서는 폭발할 수
있고 극히 인화성이 높습니다. 시동을
끄고 키를 제거하십시오.
4.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장소가 통풍
이 잘되고 화염이나 불꽃의 발원지로
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합니다.

UUVO449A

UUVO448d

(1) 전방 작업등(우)		

(2) 전방 작업등(좌)

할로겐 타입으로 2개의 작업등을 차량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경


고

도로주행시 작업등을 사용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충돌 및 추돌 사
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1) 연료 탱크

본 차량에는 28L 대용량 연료탱크가 적
재함의 우측 하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디젤을 사용합니다. 차량의 우
수한 성능을 위해서는 청정 디젤유를 사
용하십시오.

5. 연료는 탱크 상부까지 가득 채우지 마
십시오. 만일 탱크 상부까지 연료를 완
전히 채웠을 경우 열에 의해 연료가 팽
창할 수 있고 연료탱크 캡 내부의 공기
빼기 구멍을 통해 넘칠 수 있습니다.
6. 주유후 탱크 캡이 확실하게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디젤이 연료탱크
위로 넘쳤을 때는 즉시 천으로 닦아주
십시오.

주유시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십시오.
1. 주유 연료가 디젤인지 확인 하십시오.
2. 주유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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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엔진 점검

연료 요구조건
엔진의 내구수명과 성능향상을 위해 브
랜드가 있는 차량용 연료를 사용하십시
오. 모든 경우에서 디젤의 세탄가가 최소
40(ASTM D975)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
운 날씨나 고도 1,500m 이상에서 운전할
때는 고세탄가의 디젤을 추천합니다.

엔진 점검시 의자 옆 엔진룸 상부 커버를
탈거하고 적재함을 들어 올려주면 대부
분의 엔진 점검이 가능합니다. 엔진오일
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의자 아래쪽의
점검창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고세탄가의 디젤은 혹한 시동 개선과  출
력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주


4 -33

UUVO450A

의

4

가솔린이나 등유를 사용하면 차량 연
료계통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UUVO453A

(1) 점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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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브레이크유, 전기장치 점검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유형
표준 타이어(작업전용)

UUVO460A

정원 타이어(잔디용)
UUVO451A

(1) 라디에이터 캡		

(2) 배유플러그

냉각수, 라디에이터, 냉각팬, 브레이크유
의 점검은 후드를 열면 쉽게 점검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각종 릴레이, 컨트롤 등 모든 전기장
치가 이곳에 모여 있으므로 손쉽게 점검

T56O530A

(A) 부족		
(C) 과다

(B) 표준

타이어 공기압은 공장 출하시 규정된 압
력으로 주입 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자연적으로 압력이 빠지는 수가 있습
니다. 따라서 일상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
라 공기를 주입하십시오.

UUVO457A

러그형 타이어(농용)

이 가능합니다.
냉각수 보조탱크는 우측 앞바퀴 뒤 오른
쪽에 있어 후드를 열지 않고서도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UUVO4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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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

경

UUVO458A

고



타이어는 규정된 것 보다 더 크거나
작은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를 임의로 분해조립하지 마십
시오. 만일, 분해조립을 해야 할 경우
에는 장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
기십시오.
타어어 림은 타이어로부터 이탈하여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
로 타이어 점검시 혹은 압축 공기 주
입시 림의 비산 경로를 피하여 작업
하십시오.



4 -35

4

1. 운전 전에 항상 타이어 압력을 점검해
주십시오. 타이어 압력은 압력계가 없
더라도 육안(상기 그림참조) 또는 발
뒤꿈치로 타이어를 톡톡 차서 그 반발
력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느정도 감지
가 가능합니다.
2. 운전 전 휠 너트의 이완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필요시 조여 주십시오. 휠 너
트가 이완된 채로 운전하면 심각한 사
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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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기압
항상 적정한 타이어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사용설명서에서 추천한 압력 이상으로 주입
하지 마십시오.
구분

공기압

타입

잔디용 (Turf)
머드용 (Mud)

26x12-12

24 psi

25x10-12

농업전용 (Agri)

25x10.5-12

작업전용 (Work)

25x10-12

잔디용 (Turf)
뒷바퀴
머드용 (Mud)

26x12-12

24 psi

25x10-12

4.0~4.6 kgf.m

UUVO459A

경

4.0~4.6 kgf.m


25x10.5-12

농업전용 (Agri)

주


비고

25x10-12

작업전용 (Work)
앞바퀴

휠 너트 조임 토오크

기

장착된 타이어와 상이한 사이즈를 조립할 경우에는 전, 후륜속도비에 대해 폐사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타이어의 과도한 마모는 부적절한 전, 후륜속도비 때문
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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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의 손상 및 변형 여부, 휠과 림
에 고정된 볼트 또는 너트 등의 이완
여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타이어 조립과 탈착에 대한 세부사항은 7
장의 "정비점검" 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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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운전 점검

엔진 운전

일상점검

엔진시동
점검사항

차량을 시동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운전전
에 일상점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주






의

점검이나 정비를 할 때는 평탄한 지
면에 차량을 세우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연료보충은 정비편의“일상점검사
항”편을 참고하십시오.
“위험, 경고 및 주의 표시”를 숙독
하십시오.



엔진 오일량



냉각수량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해:



라디에이터 그릴 청소





에어클리너 필터 점검

차량에 부착된 경고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내용을 이해하십시오.



브레이크 유격 점검





계기판 게이지 표시등 점검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건물 내부나 밀폐된 공간에서 엔진시
동을 걸면 배기가스에 의해 질식 및
산소부족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적
절히 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료량





타이어 공기압 및 휠 너트 체결상태의  점검



유압 장치용 유압 오일 점검

운전자는 차량 운전석 이외의 장소에
서는 절대로 엔진시동을 걸지 마십시
오. 예기치 못한 차량 발진으로 인명
사고가 우려됩니다.

경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6장의
“정기점검 주기”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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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

요



엔진 시동을 위하여 기폭제나 첨가제
등을 사용하면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되며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
다.



시동모터나 배터리의 손상을 막기 위
하여 10초 이상 계속해서 차량을 시
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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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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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주변에 운전에 방해되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2.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후 주
차브레이크가 확실히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UUVO501A

기

주차브레이크가 당겨져 있는 동안 계
기판에 주차브레이크등이 켜집니다.
해제시 주차브레이크등이 꺼집니다.

UUV503a

(1) 변속레버

5

3. 변속레버가 중립위치에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주


UUVO502D

(1) 브레이크 페달 		
(A) 밞음		
(C) 당김

UTV(MC 2230)-한글판-05.indd 3

기

차량은 중립시동 안전 스위치를 가지
고 있습니다. 변속레버가 중립위치에
있지 않으면 엔진이 시동되지 않습니
다.

(2) 주차브레이크
(B)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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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UUVO468D

UUVO504A



(1) 시동 스위치		
(B) Stop		
(D) ON		

(A) 예열
(C) ACC
(E) 시동

4. 시동장치에 키를 삽입하고「ON」위
치로 돌리십시오.

(1) 예열 표시등 		
(3) 오일압력 경고등

(2) 충전 경고등

5. 아래 표시등이 점등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충전 경고등



오일압력 경고등
예열 표시등(9초)



6. 예열 표시등이 꺼지자마자 시동키를
START 위치로 돌려 시동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4

고

시동모터는 많은 배터리 전류가 필요
하기 때문에 10초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10
초 이내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30
초이상 기다렸다가 동일한 절차를 반
복하십시오.
시동을 재시도할 때는 플라이 휠이
완전히 멈춘 후 시도하십시오.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키를
시동위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7. 엔진이 시동되면 키에서 손을 떼십시오.
자동적으로「ON」위치로 되돌아 옵니
다.
8. 시동후 약 3~4분(겨울철:약10분) 정
도 난기운전을 실시하십시오. (상세사
항은 난기운전 편 페이지 5-9 참조)
9. 계기판의 모든 점검표시등이「OFF」
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램프가
지속적으로「ON」상태인 경우에는 엔
진을 즉시 멈추고 원인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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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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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직후 경고등 확인

예열장치 작동과정

1. 정상 시동 후 4~5 초가 지나도 오일압력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으면 즉시 엔진을
정지한 후 엔진 오일 주입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지정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1. 시동스위치를「ON」위치에 두면 9초간
예열램프가 점등 후 소등됩니다. 예열 램
프 소등 후 곧 바로 시동을 걸거나 늦어
도 3초 이내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경


고

오일압력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엔
진을 가동하면 엔진소착 등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합니다.

2. 정상 시동 후 4~5초가 지나도 충전경
고등이 소등되지 않으면 배터리 충전
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배터
리, 발전기 등의 충전계통의 정비를 받
으시기 비랍니다.
3. 기타 나머지 표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4장의 “계기판”편을 참조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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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진을 시동 후「ON」위치에서는 후
열이 15초간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열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습니다.
3. 냉각수 온도가 30°C 이상인 경우 예열
은 물론 후열 및 예열 램프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열없이 곧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5

4. 후열이란 시동 초기의 엔진 연소 성능
을 개선하여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동 직후에도 약 15초간 예열을
지속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2013-11-01 오후 6:00:33

5-

MECHRON 2230

차량 운전
엔진정지

주행

1. 엔진을 끄기 전에는 반드시 엔진 회전
수를 줄여 주십시오.

중


2. 모든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옮기십
시오.

요

장시간 운전후 갑자기 엔진을 정지하
지 말고 약 2~3분 저속 공회전하여
엔진의 열을 낮춘후 정지하십시오.

3.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4. 공회전 상태에서 반드시 약  2~3분 정
도 운전한 후 시동키를 「OFF」위치
로 돌려 엔진을 정지시키십시오.

경


5. 키를 빼십시오.

주




차량을 떠나기 전에 항상 주차브레이
크를 걸고 키를 빼십시오. 어린이나
구경꾼들이 방치된 차량을 운전하거
나 움직일 수 있어 상해를 입을 수 있
습니다.
본 차량은 CVT 무단변속 차량이므
로 변속레버를 H, L 혹은 R 에 위치
한 상태라 할지라도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으면 차량이 경사로 활공
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TV(MC 2230)-한글판-05.indd 6

차량이나 엔진을 운전한 후에 충분히
냉각될 때 까지 머플러나 열이 나는
커버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중

의






고

요

차량에서 내릴 때는 모든 전기장치의
전원을 「OFF」한 후 항상 키를 빼
십시오.
폐사의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한 형
상의 키가 사용되므로 기대를 옥외
또는 작업장에 방치하여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경음기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비상등
은 키를 꽂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이러한 특징은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UVO435c

(1) 안전벨트

1.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경

고



차량을 타거나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착용하여 주십
시오.



안전벨트는 사고시 상해를 줄여 줍니
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안전벨트가 꼬인 상태로 착용하지 마
십시오.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위험합
니다.

2013-11-01 오후 6:00:34

운전 방법

경

고



벨트는 허리나 배의 위치보다는 최대
한 아래쪽 골반 부위를 지나도록 착
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사고시
안전도가 현저히 낮아 집니다.



18세 이하 또는 운전 면허증을 갖지
않은 사람은 본 차량을 절대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본 차량에 탑승
을 절대 금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5.ind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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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503A

UUVO505B

(1) 변속레버(N)

(1) 주차브레이크
(B) 해제

`

(A) 누름

2. 변속레버가 중립에 있는지 확인한 후
시동을 거십시오.

3.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십시오.

5

2013-11-04 오후 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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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주

안전을 위해 급가속이나 급정거는 삼
가해 주십시오.



가파른 비탈길 주행시, 차량을 운반
차량에 싣거나 내릴시 미리 저속 또
는 4WD로 변속하여 경사지 중간에
서 변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어장치에 익숙해질 떄까지 출발과
정지(브레이크 사용)를 연습하십시
오.



제동을 하거나 회전하기 전에, 짐을
견인할 때, 장애물 주위를 운전 할 때
위험한 도로 조건에서는 속도를 줄이
십시오.



습지나 고르지 못한 지형에서 운전하
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는 항상
저속기어를 이용하십시오.

UUVO506A

(1) 변속 레버
H: 고속     N: 중립     L: 저속     R: 후진 	

4. 변속레버를 “H”(고속) 혹은 “L”
(저속) 위치로 변환해 주십시오.
5. 차량이 주행 할 방향으로 주시하고 가
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 차량이 움직
이기 시작합니다.

의



중

요



차량이 움직이거나 엔진이 높은 공회
전 속도로 가동될 때는 기어를 변속
하지 마십시오. 차량의 움직임을 멈
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십
시오.



엔진 공회전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변속하면 기어가 마모 될 수 있습니
다.

6. 4WD 구동장치는 필요시에 사용하십
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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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운전(길내기 운전)
엔진의 설계 내구수명 혹은 그 이상의 기
간 동안 고장없이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서 엔진 시동시 난기운전을 습관화하십

6. 작업을 마친 후 시동을 끄기 전에도 약
2~3분간 무부하에 낮은 엔진회전수로  
운전하십시오.

시오.
난기운전은 작업을 하기 전에 엔진내 각
부의 윤활상태 뿐만 아니라 각종 유압장
치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엔
진은 물론 유압장치의 고장을 예방할 수
KUVO507A

(1) 브레이크 페달              (2) 가속 페달
(A) 밞음

7. 가속페달을 해제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감소되면서 차량이 정
지됩니다.

있습니다.
난기운전 방법

경

고



과도한 난기운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
비를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절대 난기운전 상태로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등 인명사
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1. 엔진 시동후 저속 무부하 상태로 약
3~4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2. 동절기에는 난기운전 시간을 약 10분
정도로 늘립니다.
3. 혹한기에는 약 15분 정도 난기운전을
하십시오..
4. 시간에 관계없이 계기판의 온도계가 정
상 온도범위의 약 1/4을 가리키면 충분
히 난기운전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운행이나 작업을 시작한 후에도 작업
부하를 급격히 올리지 마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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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점프시동
1. 도움을 줄 차량(배터리)과   방전된 차
량의 배터리 전압이 동일(본 제품:12 v)
한 지 확인하십시오.
2. 점프 케이블의 길이를 확인하고 도움
줄 차량(배터리)을 방전된 차량에 근접
시킨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브
레이크를 건 후 시동을 끕니다.

UUVO508A

UUVO504A

(1) 배터리                 

3. 보안경과 고무 장갑을 낀 후 양 쪽 차
량의 배터리 커버를 엽니다. 필요시 배
터리 단자 커버를 벗깁니다.
4. 빨간색 케이블(+)의 양 쪽 집게를 양
쪽 차량의(+)단자에 정확히 물립니다.

주




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엔진가동은 삼가
하십시오. 엔진 배기가스를 흡입하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부득이 실내 공간에서 엔진가동이 필
요한 경우 완벽한 환기 및 배기가스
배출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실시하십
시오.

점프시동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할 수
없을 때 다른 차량의 배터리나 보조 배터
리를 방전된 배터리에 연결하여 시동하
는 방법입니다.

5. 검정색 케이블(-)의 집게를 도움을 주
는 차량(배터리)의 배터리(-)단자에 물
리고 다른 한 쪽 집게는 방전된 차량의
차체에 물립니다. 이 때 차체 페인트
피막이 없는 부위를 선택합니다.
6. 먼저 도움을 주는 차량(배터리)를 시동
합니다.
7. 방전된 차량을 시동합니다.
8. 방전차량의 배터리(-)단자로부터 검정
색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5.indd 10

2013-11-01 오후 6:00:36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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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하기
9. 빨간색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10. 방전된 차량의 배터리 충전을 위해
30분이상 충분히 운전합니다.
11. 재차 방전이 된다면 배터리를 교환
하거나 발전기 등 충전장치를 점검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브레이크
를 사용하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본 차량의 주차브레
이크장치는 주 브레이크와는 독립적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등 비상시 주차브레이크를 사
용하십시오.



절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
시에 밟지 마십시오.

2. 브레이크페달을 밟으십시오.

경


고

카고에 짐을 운반하거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증가된 제동거리를 고려하
지 않으면 사고나 상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소보다 속
도를 낮추고 증가된 제동거리를 감안
하십시오

기

본 차량은 엔진 브레이크 기능이 없
습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는 항상 브
레이크 성능 점검을 먼저 실시해 주
십시오.

1. 가속페달을 완전히 해제하십시오.

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5.ind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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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주차하기
차량을 주차할 때는 항상 주차브레이크
를 끝까지 당겨 주십시오.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는 주행용과는 별도로 구비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주 브레이크에 이
상 발생 등 응급 상황 시 주차브레이크를
이용하십시오.

경

UUVO509e

(1) 고임목
(A) 누름

(2) 주차브레이크 레버
(B) 당김

UTV(MC 2230)-한글판-05.indd 12

고



엔진 정지상태에서 변속기어를 연결하
여 경사지에 주차하는 것을 절대 금합
니다. 이 경우 CVT 특성상 주차 성능
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차량이 활공
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 경사로에 주차한 후 차량을
떠나야 한다면 주차브레이크와 함께
고임목(앞,뒤바퀴)을 사용하십시오.



가파른 경사지에는 절대 주차하지 마
십시오.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경

고

차량의 움직임에 따른 신체 사고나 인
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기어 변속 위
치에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 CVT 제품에 한함.

2013-11-04 오후 4:31:41

운전 방법

변속하기

미끄러운 지면에서 운전
3. 미끄러운 지역에 진입 한 이후에는 급
가속이나 급 회전을 피하십시오.

본 차량의  변속은 벨트 CVT 방식으로 자
동 무단 변속입니다. 가속 페달을 조작과
외부 부하조건에 따라 자동 변속 됩니다.

4. 바퀴가 헛돌아 더 이상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정지 후 차동고정레버를 변속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전진 변속인 고속 및 저속, 그리고 후진
변속은 반드시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실
시하십시오.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필요 시 브레
이크를 사용하십시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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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량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고속,
저속 또는 후진 변속을 시도하면 변
속과 관련된 내부 기어류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


UUVO510A

진흙탕 길, 빙판길 등 노면의 마찰력이 부
족한 길에서 운전할 때는 차량의 꽁무니
가 측방향으로 미끄러지며 회전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운전하
십시오.
1. 미끄러운 지역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
도를 낮추십시오.

고

미끄러운 길에서 2륜구동으로 운전
시 급제동 또는 급가속 하면 차량의
후륜이 측면으로 미끄러지며 기대가
회전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미
리 4륜구동으로 운전하십시오.



후륜이 측방향으로 미끄러지며 기체
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즉시 가속페달
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해제하고 기체
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조향(스티어링)
을 하십시오.



빙판길이나 기타 미끄러운 길에서 부
득이 급제동해야 할 경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으십시오.

5

2. 필요에 따라 저속기어, 4WD를 미리 변
속한 후 미끄러운 지역에 진입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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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코너링하기

중




요

미끄러운 길에서는 4륜구동의 사용
을 적극 권장합니다. 4륜구동을 사용
하면 미끄러운 길에서의 바퀴 구동력
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제동 성능도
월등히 좋아지고 급 제동 시 차량의
뒤쪽이 측면으로 미끄러질 확률도 훨
씬 낮아집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는 저속기어와 4륜구
동을 사용하여 서행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전복사고나 충돌사고가 우려됩니다.

경사지 운전하기
전후방향 경사

굽은 도로를 운전할 때는 굽은 지점에 진입
하기 전 미리 속도를 늦추십시오. 고속으로
코너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경로
를 이탈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회 시 운전자가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의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찰이 적절한 일반 도로를 선회 운
전할 때 차동고정을 작동하면 차동 관련 내
부기어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조향 성능도 좋지 않아 경로 이탈
로 인한 전복사고 위험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카고에 짐을 높이 적재한 경우 전체 차량
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선회 시 원심력
이 커져 더욱 위험하므로 평소보다 더욱
서행하십시오.

경

고

최대 15
UUVO511B

1. 경 사 지 를 오 르 기 전 미 리 저 속 기 어
로 변속하고 노면상태 등 필요에 따라
4WD를 연결하십시오.
2. 최대 15°이상의 급경사는 피하십시오.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서행하십시오.

조향제어 상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UTV(MC 2230)-한글판-05.indd 14



고속으로 회전하면 차량이 전복될 수
있습니다.



고속은 물론 저속회전시에도 차동고
정장치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2013-11-01 오후 6:00:38

운전 방법

3. 과도한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오르막길
을 오를 경우 앞 바퀴가 들리며 조향이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후방으로 전복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
다. 경사지 운전 시 과도한 적재를 피하
고 필요에 따라 후진으로 등판하십시오.
4. CVT 특성상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 갈때는 미
리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십시오.
5.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후진으로 경지를
내려가면 전복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15

좌우방향 경사
1. 좌우 방향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운전
시 측방향 전복사고가 우려되니 각별
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좌우 경사지 역시 서행이 가장 좋은 사
고 예방법입니다.
3. 최대 12°이상의 측방향 경사지의 운
전은 피하십시오.
4. 측방향 경사지 전진 운전시 차량이 균형
을 잃기 시작할 경우 경사(아래쪽)방향으
로 조향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카고 적재물이 있을 경우 전복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더욱 유의 바랍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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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 방향 또는 횡 방향 경사지 운전시
서행하지 않으면 전복사고로 인한 피
해가 우려됩니다 반드시 서행하십시오.
경사지 운행시 과도한 적재물 탑재는
전복 위험을 배가 시키니 삼가십시오.
경사지 운행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
용하고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
용하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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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숲속 등 산악 운전

물속 운전
니다. 물을 건널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
십시오.
1. 진입하기 전에 물의 깊이와 물살의 세
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양쪽 기슭에 완만한 경사가 있는 쪽으
로 횡단구역을 선택하십시오.
3. 바위나 장애물을 피해서 천천히 진행
하십시오.
UUVO512A

1. 나무가 많은 숲이나 산악  운전시 반드
시 서행하십시오.
2. 나무가지에 찔리거나 걸려 큰 상해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3. 나무나 바위에 충돌할 경우 매우 위험
하니 안전밸트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UUV513A

본 차량은 차량의 바닥(발판) 높이와 같
은 깊이의 물을 통과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물을 건너기 전 반드시 수심을 확인하십
시오. 수심이 깊은 곳을 통과 할 경우 물
에 의한 부력에 의해 바퀴의 접지력이 없
어지므로 차량 제어가 불가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 수심을 확
인하십시오.
수심이 발판 높이 보다 낮다 하더라도 물
살이 거센 급류에서는 절대 도하를 금합

UTV(MC 2230)-한글판-05.indd 16

4. 4WD로 천천히 주행하십시오.
5. 물에서 벗어난 후에는 브레이크 작동이
정상적일 때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브레이크 디스크를 건조시키십시오.  

경




고

수심, 물살, 물속 지형에 대한 충분
한 사전 검토 없이 도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며 익사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도하 직후 브레이크를 건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사로를 운전하거나 고
속 운전을 하면 제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2013-11-01 오후 6:00:38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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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운전

주

경

의

고



바닷물에 노출되면 도장이나 도금 관
련 외장부품이 급속히 부식됩니다. 반
드시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후진으로 운전할 때 주의사항을 지키
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의해 부식된 부품훼손은 워
런티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하십시오.



후진으로 변속하기 전에 장애물이나
차량 뒤쪽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항상 천천히 후진 하십시오.

주


기

물속 운전후 차량을 정비점검하는 것
은 필수사항입니다. 엔진오일, 트랜
스미션오일, 앞/뒤 차동기어 케이스
및 모든 그리스 주입구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H11O515A

5
후진으로 운전할 떄는 다음사항을 준수
하십시오.
1. 천천히 후진하고 정지할 때는 브레이
크를 가볍게 밟으십시오.
2. 급격한 각도로 회전하지 말고 후진으
로 경사로를 내려가는 것은 반드시 피
하십시오.
3. 후진중에 절대로 가속페달은 갑자기
밟지 말고 후진 전에 항상 주변을 살피
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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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도로 주행 방법

적재물 운반

도로 주행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 공공도로 주행시는 폐사가 옵션으로
공급하는 "안전 라이트 키트" 를 부착
할것을 권장합니다.

경


2. 방향 지시등을 구비한 경우 반드시 사
용하고 장착하지 않은 경우 수신호로
다른 운전자에게 의도하는 진행 방향
을 알리십시오.
3. 야간 도로 운전시는 더 더욱 ‘안전 라
이트 키트’의 부착이 요구됩니다.
4. 야간 도로 운전시 마주보는 차량에 방
해 되지 않도록 전조등을 하향으로 하
십시오.



고

도로를 주행할 때는 관계법규를 준수
해서 안전운전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상해사고를 일
으킬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중 고장이 발생 하였을때
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정비하
여 주십시오. 만약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판을설
치 하여 주십시오.

1. 주행시 적재함에는 짐을 고르게 분산
하십시오.
2. 그러나 옵션으로 공급되는 "유압 덤프
키트" 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앞쪽에 하중이 집중되면 카고를 들어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3. 본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은 500kg입
니다. 규정 적재중량을 준수하십시오.
과적하면 차량의 조향및 제동 성능이
저하되고 제어를 상실하여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급 경사로나 험로, 미끄러운 도로를 운전
할 때는 적재중량을 50%로 줄이십시오.
5. 나무 토막 등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적
재물을 실을 때는 반드시 밧줄을 이용
하여 단단히 고정해 주십시오. 이러한
적재물을 실을 때는 폐사가 공급하는
리어스크린(옵션)을 설치하여 적재물이
운전자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6. 모래나 흙 등 중량물의 적재 시 적재함
에 고르게 짐을 분산하고 적재함의 난
간 높이보다 높게 적재하지 마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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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

7. 마른 모래와 젖은 모래의 중량은 거의 2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젖은 모래 적재
시 적재 부피를 반으로 줄여 주십시오.
8. 언제나 적재함의 좌우 균형을 균등하
게 맞추어 적재하십시오. 지켜지지 않
으면 전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10. 과도한 적재물을 탑재한 후 긴 경사
로를 운전할 때는 브레이크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적
재하중을 반으로 줄여 주십시오.
11. 바위덩이와 같은 적재물을 적재함 내
부 고정하지 않고 경사로를 이동 하
거나 급출발 급제동을 하면 물체가
적재함 내에서 구르며 2차 충격이
가해지므로 카고 부품 파손은 물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재물
을 반드시 고정해 주십시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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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적 및 불균형한 적재물 탑재는 조
향 및 제동 제어 상실로 인한 대형사
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
을 지키십시오.
적재물 운반 시 과속, 급가속, 급출
발 등 난폭운전을 하면 매우 위험하
며 사고와 직결됩니다.
적재물이 운전자에게 떨어지지 않도
록 고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리어스크린(옵션)을 반드시 설치하
십시오.

5

UUVO515A

9. 적재함에 적재물과 사람을 함께 태우
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대형사고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UTV(MC 2230)-한글판-05.ind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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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파워스티어링 사용시 주의사항
3. 핸들을 한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안전
밸브 작동음(릴리프 밸브 작동음)이 울
립니다. 밸브 작동음이 울리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이
라면 관계 없습니다) 유압유 온도가 상
승하여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

차량 후방에 작업기를 장착하여 도로
를 주행하면 앞바퀴의 접지력이 약해
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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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무게중심이
높아 전복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측
방향 경사지, 요철이나 웅덩이가 있
는 도로, 폭이 좁은 도로 등에서 주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반드
시 ROPS를 정위치에 설치하고 안전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UUVO466D

(1) 파워스티어링  핸들

1. 파워스티어링은 엔진 운전 중에만 작
동합니다. 다만 엔진회전이 저속일 때
는 다소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엔진정
지시는 보통 스티어링과 같이 작동하
나 핸들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2. 적재함에 짐을 싣게 되면 앞부분이 가
벼워져 핸들 조작이 가벼워져 조향시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저속으
로 차량을 이동 시키면서 핸들을 조작

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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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수동식 모델)

경




고

주행 중 시동을 끄면 유압동력 상실
에 따라 조향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
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주행중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주행 중 회전 직후 조향각 복원을 위
해 스티어링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마
십시오.
본제품은 스티어링 핸들 자동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주행중 스티어링 핸
들을 놓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카고를 들어 올리기 전 카고 뒷문을 여
십시오. 뒷문을 열 때 내부 적재물의
압력에 의해 급격히 열리며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2. 래칫 레버를 한 손으로 젖힘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립
니다.
3. 적재중량에 따라 매우 무거울 수 있으
니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여 들어 올리
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리 부상이 우려
됩니다. 이 경우 삽 등을 이용하여 카
고 전방부의 짐을 먼저 하역 한 후 다
시 시도하십시오.

UUVO446E

(1) 덤핑 래칫		
(A) 돌림		

(2) 덤핑 핸들
(B) 위로 당김

5

UUVO516A

(1) 카고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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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하역작업(유압식 모델)
4. 적재함을 올린 후 적재함 지지대를 홈
에 정확히 끼워 적재함이 낙하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1. 카고를 들어 올리기 전 카고 뒷문을 여
십시오. 뒷문을 열 때 내부 적재물의
압력에 의해 급격히 열리며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5. 적재함을 올린 상태로 운전하지 마십
시오. 지지대가 흔들려 홈에서 이탈하
면 적재함이 떨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적재함을 내릴 때는 지지대를 홈에서
빼낸 후 천천히 내리고 적재함 밑에 손
이 끼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2. 고정 브라켓을 해제한 다음 유압 레버
를 천천히 당기면서 적재함을 들어 올
립니다.

UUVO463B

(1) 유압 레버
(2) 레버 고정장치
(A) 상승
(B) 하강
(C)  플로팅(제품 출하시에는 제한되어 있음)

3. 적재물을 하역한 다음에 유압 레버를
아래로 밀면 적재함이 내려 옵니다.
4.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기위
해서는 레버를 최하단부, 플로팅에 두
고 적재함을 들어 올립니다.

주


기

제품 출하시에는 플로팅 기능이 해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레버 하부에 있는 제한 볼트
를 해제하십시오.

UUVO446A

(1) 유압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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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견인

경


UUVO517A

경








고

짐을 하역하기 위해 후진할 때는 반드
시 후방의 노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하역작업 전 반드시 차량의 주차브레
이크를 확실히 고정하십시오.
적재함을 올린 상태로 주행하지 마십
시오. 예기치 못한 적재함의 낙하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을 올리거나 내릴 때 허리 부상
및 적재함 밑에 손이 끼는 사고 등이
가장 우려됩니다. 절대 무리한 힘으로
들어 올리려 하지 마시고 지지대 설치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5.indd 23

고

이동시에는 유압 레버를 반드시 중립
상태에 놓인 것을 확인 하십시오. 만
약에 유압레버가 플로팅 기능에 놓인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후방에 2인치 4각 히치 리시버가
표준 장착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 견인
시 다음에 유의 하십시오.
1. 트 레 일 러 자 체 중 량 을 포 함 하 여 총
590kg 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견인시 차량 제어가 불가능해질 수 있
으며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2. 차량의 견인 히치에 걸릴 수 있는 최대
수직 하중은 50kg입니다. 초과할 경우
차량이 후방으로 뒤집어지는 전복사고
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
바랍니다.

5

3. 견인 트레일러를 장착한 상태에서 후
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서행하십시오.
[트레일러 후진 요령]
후진 시 트레일러가 의도하는 경로를 이
탈하려고 할 때 이탈하는 방향으로 스티
어링 휠을 감아주면 경로를 바르게 교정
할 수 있습니다.

2013-11-01 오후 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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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송
5. 상차 후에는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당기고 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차
체의 메인 프레임이나 메인 프레임에
직접 조립된 견고한 브라켓 등에 확실
히 고정하십시오.   

A

A

6. 도로 수송시 도로 교통법에 의해 요구
되는 표지판 등을 부착하십시오.

UUVO518A

UUVO519A

7. 교각 아래, 터널등을 통과 할 때 차량
상부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상차높이
를 유념하십시오.

경
4. 철도 건널목 등 과도하게 볼록한 언덕
이나 과도하게 오목한 계곡을 건널 때
히치 연결부에 높은 응력이 걸릴 수 있
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이 경우 볼 타입
히치를 사용하십시오.

1. 탑재할 차량내 트레일러의 적재함의
넓이를 확인하십시오.





2. 탑재용 발판을 탑재 차량에 견고하게
설치하십시오.
3. 하역시를 고려하여 상차시는 후진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상, 하차 시 반드시 저속기어와 4WD를



고

수송 시 고정을 확실히 하고 2중 3중
의 안전장치를 하십시오.
수송 시 바람에 의해 날릴 수 있거나
뜯길 수 있는 캐노피, 윈드실드 등은
미리 떼어 내 별도 수송하십시오.
상기 두 가지 사항을 소홀히 하면 수
송 중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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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고정 레버
3. 변속 레버를 조작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완전이 정지 시키십시오. 차
량이 움직이고 있거나 엔진회전 속도가
높을 때 변속을 시도하면 변속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상 소음이 날수 있고
변속 관련부품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UUVO520A

(1) 2WD/4WD 구동 레버
(A) 2WD		

(B) 4WD

본 차량은 평상시 후륜구동 방식이고 필
요에 따라 4WD를 변속하면 전륜이 구동
합니다. 4WD의 바른 사용법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4WD는 미끄러운 진흙탕 길이나 빙판
길 통과 시, 도하 시, 차량의 수송을 위
해 상, 하차 시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2. 4WD 레버를 조작할 때는 잠금 손잡이
(Detent Knob)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
린 후 변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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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WD 사용 필요성이 해소되면 곧 바로
2WD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4WD를 평
상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엔진의 연
료소비가 증가하고 동력전달 계통 부
품의 내구연한이 감소할 수 있으며 조
향 성능도 다소 떨어집니다.
5. 4WD 변속이 가끔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변속관련부품이 변속상태
에서 서로 꽉 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진행방향(전진, 후진)을 바꾸어 주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경


고

차량이 진행 중이거나 엔진 회전수가
높을 때는 절대 변속을 시도하지 마
십시오. 동력전달 계통 부품에 치명
적인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
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UUVO521A

(1)차동고정 레버
(A) 해제		

5

(B) 고정

차동장치는 차량이 회전할 때 회전 경로
를 중심으로 바깥쪽 바퀴가 안쪽바퀴보
다 빠르게 돌도록 하여 원활한 회전이 가
능토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한 쪽 바퀴가 진흙이나
얼음판 위 등 미끄러운 노면에 있고 반대
쪽 바퀴는 정상 노면에 있는 경우 마찰이
적은 노면위에 있는 바퀴는 고속으로 회
전하고 마찰이 큰 노면위의 바퀴는 회전
하지 않아 차량이 이 지역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13-11-01 오후 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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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게이트(적재함 뒷문)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
동고정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차동고정장치]
차동고정장치는 마찰이 적거나 요철이 심
한 험로에서도 차량의 좌우 바퀴에 걸리
는 마찰의 관계없이 좌우 측 바퀴의 회전
을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연결 시킴으로
써 차량의 험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장
치로 미끄러운 길이나 험로에서 월등한
견인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
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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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O585A

UUVO523A
H11O585A

(1) 랫치 레버

(1) 게이트

1. 테일게이트를 열 때 적재함 내부의 적
재물의 압력에 의해 급격히 열리면 사
용자를 칠 수 있으니 레칫 레버를 누를
때 게이트 상단을 양 손으로 지지해 주
십시오.

2. 게이트가 급격히 열리며 자갈 등이 발
등에 떨어 질 수 있으니 발을 가능한
한 멀리 두십시오.

2013-11-01 오후 6:00:45

필수 교환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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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오일 및 액체류

필터류

UUVO601A

차량에는 각종 오일 및 액체류가 사용되
어 장치의 작동, 윤활, 냉각, 녹방지(방청)
등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에 서서히 줄거나 오염되고 열화
되어 방치할 경우 성능저하 및 작동불량
과 고착현상 등으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
다.
차량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
부품들은 정기적으로 지정한 시기에 보
충 또는 교환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6.indd 2

순번

품명

사양

용량

1

엔진오일

SAE 15W40

3.2 L

2

기어박스
앞차축

4

뒤차축

DAEDONG
UTF55
Exxonmobil
Mobilfluid 424
Exxonmobil
Hydraulic 560
Shell:Donax TD

0.9 L

3

5

그리스

SAE 다목적용

약간

6

부동액

에틸렌글리콜+
수돗물(50:50)

6.3 L

7

브레이크
오일

DOT 3

-

0.6 L

0.8 L

UUVO602A

엔진,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등 각종 필
터류는 오일 및 공기를 정화해 주는 주요
소모품입니다. 오일 교환시 이 필터류 부
품들은 필수적으로 동시교환 또는 점검
해야 합니다.
순번

품번

품명

수량

1

E5205-32091

엔진오일 필터

1

2
3

84612-4316-0 연료필터엘리먼트
T2350-11641

에어 필터

1
1

2013-10-24 오전 9:44:15

필수 교환부품

벨트류 및 브레이크 패드류

전기 소모품류

UUVO603A

벨트, 호스, 부츠등의 고무제품과 브레이
크 패드류들은 오래되면 물러지고 균열
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사
용하면 헐거워져 끊어지면 차량에 심각
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품들은
정기적으로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순번

품번

품명

수량

1

E5760-72532

팬 벨트

1

U3215-29081

CVT 벨트

1

2
3

U3215-40001001 브레이크 패드

UTV(MC 2230)-한글판-06.ind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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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604A

순번

품번

품명

수량

1

T2350-69571

전조등 전구

2

2

52794-4242-1 슬로브로 퓨즈

1

3

T2185-33651

퓨즈 5A

3

4

T4260-33631

퓨즈 10A

3

5

35820-7556-1

퓨즈 15A

3

6

36919-5665-0

퓨즈 20A

3

7

36919-5666-1

퓨즈 25A

2

6

8

2013-10-24 오전 9:44:15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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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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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동 케이스의 오일 점검 및 교환(U)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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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랙 부츠 및 볼 조인트 점검(W).. 7-29

카고 들어 올리기(C)...................................... 7-8

브레이크 액의 점검(X).................................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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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레벨 점검(E).................................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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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브레이크의 점검(AA)........................... 7-32

먼지제거 밸브(더스트 밸브)(G) ............... 7-12

서스펜션의 조절(AB)................................... 7-33

에어필터 교환(H).......................................... 7-13

서스펜션 쇽업서버의 점검(AC).................. 7-34

에어호스 및 클램프 점검(I)......................... 7-13

배터리(밀봉형 배터리)(AD)........................ 7-34

CVT 밸트 점검(J).........................................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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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주기
일일 점검 차트
정비 스케쥴
정비코드
항목

점검 내용

엔진오일레벨

점검 후 필요량 만큼 보충, 과보충하지 말 것

E

에어클리너 필터와 장치

필터 상태나 새는 곳, 손상 등을 점검
엘리멘트를 청소하기 위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말 것

H

엔진냉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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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안전벨트 상태와 장착 하드웨어 점검
연결부 확인 필요시 수리 혹은 교환

타이어

마모, 손상 타이어 및 공기압 점검
휠 허브 너트 체결상태 점검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 점검, 필요시 대리점에 조정 의뢰

페달청소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발판 주위 청소

일반사항

헐겁거나 파손된 부품, ROPS 손상부 점검, 계기판 작동, 휠 너트 체결 상태, 오일누유,
경고명판 탈락, 손상 점검

O, P, Q

AA

7

Y
AE, AF, AG, AH

※ 정비코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코드” 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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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정비 주기 차트
번
호 점검 항목

※ ⊙: 초기 한번,
구동 시간

주기
10

50

100

⊙

○

200

300

구동 년수
400

800

1000 1년마다 2년마다

○:

매 주기

정비 코드

1

엔진 오일, 오일 필터

교환

2

연료 필터

교환

3

연료 라인 및 호스 연결 상태

점검

○

M

4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캡

점검

○

L, M

5

에어클리너 필터

점검

○

6

에어흡기 호스 연결 상태 및 필
터 외통 먼지제거 밸브

점검

7

밸브 간극

점검

8

분사 노즐

점검

9

스파크 방지 머플러

점검
교환

냉각 시스템(라디에이터 그릴,
11
냉가수 호스, 냉각 팬)

점검

12 CVT 벨트

교환

13 CVT 풀리 및 시스템

점검

15 유압오일
16

⊙

점검

교환

H

○
⊙

I

○
○

N

○

R

○
○

J

○
○
⊙

○
○
⊙

P
O, P Q

○

교환

유압키트 관련펌프, 실린더, 레버
점검
류, 오일 탱크, 호스류(부착시)

UTV(MC 2230)-한글판-07.indd 4

L

교환

10 냉각수

14 기어박스, 전 후 차축 오일

F
○

○

J, K
S, T, U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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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 ⊙: 초기 한번,
번
호 점검 항목

주기

17 브레이크 오일 레벨

점검

구동 시간
초기

18

전 후륜 브레이크 패드, 주
차브레이크 패드

점검

19

서스펜션 마운팅 부싱 유격,
마운팅 고무

점검

50

⊙

100

200

400

800

1000

1년마다 2년마다

매 주기

정비 코드

○

X

○

AA, AC
AC

○

20 쇽옵소버 누유

점검

21 바퀴 허브 베어링 유격

점검

22 휠 허브 볼트 조임 상태

점검

23 기타 볼트 조임 상태

점검

○

24 배터리

점검

○

스티어링 랙 및 피니온, 볼
25
조인트

점검

26 구동축 및 CV 부츠

점검

27 ROPS 및 안전 밸트

점검

28 구동축 그리스 주유

점검

UTV(MC 2230)-한글판-07.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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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
⊙

○

AD
○

W

○
⊙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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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윤활유 사양
심각한 장비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사의 순정품 연료, 오일 및 그리스 또는 상당품만 사용하십시오.
번호

항목

용량-L

사용 오일

1

연료

28.0

무연 디젤

2

냉각수

6.3

부동액(에틸렌 글리콜), 맑은 물(50:50)

3

엔진 오일

3.2

SAE 15W40

4

기어박스 오일

0.9

5

뒤차동 케이스 오일

0.8

6

앞차동 케이스 오일

0.6

7

적용 그리스
 후륜 프로펠러 샤프트
 전륜 너클 조인트

약간

다목적용 그리스 또는 상당품

8

덤핑 키트 및 보조 유압,
파워스티어링용 오일탱크

18.0

대동 트랙토 오일 utf 55 또는 상당품:
-exxon: Mobil fluid 423 또는 424,
Exxon Hydraul 550

DAEDONG UTF55
Exxonmobil Mobilfluid 424
Exxonmobil Hydraulic 560
Shell:Donax TD

-Shell : DONAX-TD

경



고

정기적으로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운행하기 전에 오일량을 보충하십시오.
항상 차량을 평탄한 장소에서 오일을 보충하고 점검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6

2013-11-01 오후 6:12:19

정비점검

7-

일상점검편
정비를 위한 진입

엔진 오일 점검창 열기(A)

본 차량은 정비를 위한 진입성이 용이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트 아래의 점검창,
시트 그리고 카고를 들어 올리면 대부분
의 경정비가 가능합니다.

UUVO702A

UUVo701A

(1) 점검창		
(3) 손잡이

(2) 장착 볼트

엔진오일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트 아
래의 점검창 고정볼트를 풀고 점검창을
제거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7

(1) 엔진 오일게이지		

(2) 오일필터

점검창을 열면 엔진오일 게이지, 오일 필
터, 팬밸트 장력, 스타트 모터 전원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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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룸 점검(B)

카고 들어 올리기(C)
수동식 모델

UUVO777d

(1) 커버		

(2) 너트

UUVO446e

(1) 래치레버
(A) 상승

(2) 레버 고정장치
(B) 하강

KUVO706A

(1) 유압 실린더

유압식 모델

카고를 들어 올리면 기어박스 오일 점검, CVT
점검, 소음기, 에어필터, 연료 여과기, 주차브레
이크 패드 마모 및 유격 점검, 변속 케이블 및
차동 고정 케이블 유격 점검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고를 올림과 동시에 시트를 들어
내면 대부분의 경정비 점검이 가능합니다.

경


KUVO704A

엔진룸을 점검하려면 의자 옆 엔진룸 상
부 커버의 너트를 풀고 커버를 탈거하십
시오. 엔진오일, 헤드커버 등 엔진관련
주요 정비가 가능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7.indd 8

UUVO463B

(1) 유압 레버
(2) 레버 고정장치
(A) 상승
(B) 하강
(C) 플로팅(제품 출고시 플로팅 기능이 제한되어 있음)

고

주행중에는 필히 적재함 덤핑레버 및
유압레버는 레버 고정장치로 반드시
고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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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주유(D)

UUVO775A

UUVO707B

UUVO776e

(1) 그리스 니쁠(뒷차축 구동축)

(1) 그리스 니뿔(앞바퀴 허브 스트러트)

(1) 그리스 니뿔(기어 박스 앞차축 스플라인부)

T
레
및

4개소의 그리스 주입구가 있습니다. 2개
는 기어박스와 뒷차축을 연결하는 유니
버설 조인트의 양끝에 위치합니다.

또 다른 2개는 앞바퀴 너클에 위치합니다.
그리스를 주입하기 위해 앞바퀴를 탈거
하십시오.

기어박스의 앞차축 스플라인부에 조인트
연결부에 위치합니다.

어
다.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그리스 주입구에
그리스를 주입하십시오. 그리스는 NL GI
등급 NO.2 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7.indd 9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그리스 주입구에
그리스를 주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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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레벨 점검(E)

중






UUVO708A

(1) 오일게이지

1. 차량을 평평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
레이크를 견고히 채우십시오.
2. 시동을 정지한 후 약 5분 이상 기다려
주십시오.
3. 시트 밑의 엔진 점검창의 고정볼트를
제거하십시오.

H11O606A

(1) 오일게이지
(A) 상한

요

엔진오일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
니다. 오일이 부족한 채로 운전하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동 전, 엔진이 차가울 때 점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유면이 항상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간에 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엔진오일 점검 또
는 주유시는 반드시 시동을 꺼주십시
오.

(B) 하한

6. 오일 유위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사이
에 있는지 확인한 후 부족할 경우 새
오일을 보충하고 과다할 경우 배유플
러그를 통해 배유하십시오.
7. 오일게이지를 끝까지 삽입한 후 점검
창을 원래대로 닫으십시오.

4. 엔진 오일게이지를 뽑아 깨끗이 닦으
십시오.
5. 게이지를 다시 끝까지 삽입한 후 다시
뽑아 오일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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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및 필터 교환(F)
1. 엔진을 약 10분 정도 가동하거나 주행
하여 엔진오일을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2. 평탄한 곳에 주차 후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이 걸어 주십시오.
3. 의자 밑의 엔진 점검창과 의자 옆 커버
를 들어 내십시오.

UUVO711A

UUVO710A

UUVO709A

(1) 배유플러그

4. 폐 엔진오일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배
유플러그 아래에 받친 후 배유플러그
을 제거하여 오일을 배출하십시오. 이
때 엔진오일이 뜨거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UTV(MC 2230)-한글판-07.indd 11

(1) 오일필터

(1) 주유마개

5. 오일 점검창을 통해 오일 필터를 제거
한 후 폐기하십시오.

8. 주유 마개를 연 후 새 오일을 주유하십
시오.

6. 새 오일필터의 고무 오링에 오일을 엷
게 바른 후 조립하되 손으로 끝까지 조
여 주십시오.

9. 본 차량의 엔진오일 용량은 다음과 같
습니다.

7. 배유플러그를 견고하게 조립하십시오.

오일량

7

3.2 L

10. 주유 마개를 잠그십시오.
11. 시동을 걸어 엔진을 저속 무부하로
가동하면서 오일 누유를 점검해 주
십시오.

2013-11-04 오후 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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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제거 밸브(더스트 밸브)(G)
12. 시동을 정지한 수 약 5분 후 오일을
유면 점검을 실시 하여 필요에 따라
오일을 보충 하십시오.

에어필터의 먼지제거 밸브는 수시로 점
검하여 먼지를 배출하여 주십시오.

4. 먼지제거 밸브가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교환하십
시오.

13. 의자 하부 쿠션, 점검창 등을 원위치

중

로 조립하십시오.

중






요

절대 오일을 과다 주유하지 마십시오.
오일이 과다할 경우 크랭크 축에 큰
무리가 가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엔진이 뜨거울 때 엔진오일교환을 시
도하면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수 있습
니다.

요

더스트 밸브나 에어필터가 없는 상태
로 엔진을 가동하지 마십시오. 엔진
수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UUVO712A

(1) 먼지제거 밸브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정지한 후 카고를 올리십시오.
(유압 덤핑 키트가 조립된 경우에는 카
고를 올리고 시동을 끄십시오)
3. 그림의 먼지제거 밸브의 모서리를 눌
러 내부에 쌓인 먼지나 찌꺼기를 배출
해 주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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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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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호스 및 클램프 점검(I)

에어필터 교환(H)
5. 카니스터 덮개는 더스트 밸브가 아래
쪽을 향하도록 하여 틈이 벌어지지 않
도록 확인 후 조립하십시오.

에어 호스의 연결 클램프가 이완되어 미
세한 틈이 생길 경우 에어필터를 거치지
않은 공기가 장기간 유입되어 엔진의 수
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정
비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검해 주십
시오.

UUVO713A

(1) 필터
(3) 배출밸브

(2) 캡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정지한 후 카고를 올리십시오.
(유압 덤핑 키트가 조립된 경우에는 카
고를 올리고 시동을 끄십시오)
3. 에어필터 외통(카니스터)의 덮개 열어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4. 필터를 조립할때는 필터가 카니스터의
중심에 꼭 끼도록 눌러 조립합니다.

UTV(MC 2230)-한글판-07.indd 13

UUVo714B

(1) 클램프 1

7

(2) 클램프 2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013-11-04 오후 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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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T 밸트 점검(J)
2. 시동을 정지한 후 하부 시트를 제거하
고 카고를 올리십시오. (유압 덤핑 키
트가 조립된 경우에는 카고를 올리고
시동을 끄십시오)

CVT 벨트의 점검은 비 전문가는 비 숙련
자에게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대동 지
정 대리점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길 권
장합니다.

3. 클램프 1 과 클램프 2의 이완 여부를

1.평평한 장소에 차량의 주차 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이 채워 주십시오.

확인 후 필요 시 조여 주십시오.
4. 고무 호스에 미세한 균열이나 흠집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 시 교환해 주십시
오.

UUVO716A

(1) 배터리

3. 배터리를 분리해 주십시오.

경
UUVO715e

(1) 측면커버

2. 시동을 정지한 후 의자 및 의자밑판을



고

머플러 등 뜨거운 부품을 만지면 심
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진 정
지 후 뜨거운 부품이 식을 때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거하고 차량 좌측의 측면커버를 분
리해 주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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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717B

(1) 방열커버 1

(2) 방열커버 2

4. 방열커버 1, 2를 분리해 주십시오.

UUVO718A

(1) 배기 파이프

(2) 소음기

5. 배기 파이프 를 분리하되 소음기는 그
대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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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719B

(1) 공기호스 1

(2) 공기호스 2

6. CVT 커버 공기 호스 1, 2를 분해하십
시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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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UUVO720A

UUVO721A

(1) CTV 커버

(1) CTV 벨트

7. CVT 커버를 분해하십시오

8. CVT 벨트의 폭을 측정하여 25mm 이
하이거나 사용시간이 300시간을 경과
하였다면 새 벨트로 교환해야 합니다.
교환을 위해서는 구매처 혹은 대동 지
정 대리점과 상의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16

기

새 벨트 제품의 폭은 29mm 이며 이
때의 최대 감속비는 3.55, 최소 감속
비는 0.68입니다. 벨트 마모 후 폭이
1인치 라고 가정하면 감속비는 각각
3.22와 0.76이 되므로 최고속도는
약 10%, 저속 시 최대 토오크는 약
9% 감소하게 됩니다.

9. 벨트나 풀리 등에 검불이 감겨있거나
CVT 커버 내부에 먼지가 있으면 깨끗
이 제거한 후 재조립하십시오

중


요

절대 벨트나 풀리 표면에 그리스나
오일 등을 주유하지 마십시오.

2013-11-01 오후 6:12:25

정비점검

CVT 종동 풀리 클러치 버튼 점검(K)
1. CVT 벨트 점검 시와 동일한 절차대로
CVT 커버 등 관련 부품을 분리하십시
오. (CVT 벨트 점검 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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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여과기 점검(L)
4. 벨트나 풀리 등에 검불이 감겨있거나
CVT 커버 내부에 먼지가 있으면 깨끗
이 제거한 후 재 조립하여 주십시오.

주


기

연료계통 정비 후 연료라인의 공기
빼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용
이한 공기빼기를 위해서 연료통을 가
득 채운 후 정비에 착수하는 것이 좋
습니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정지한 후 카고를 올리십시오.
(유압 덤핑 키트가 조립된 경우에는 카
고를 올리고 시동을 끄십시오)
UUVO722A

(1) 클러치 버턴 1		

(2) 클러치 버턴 2

2. CVT 종동 풀리의 클러치 버튼 1, 2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7

3. 마모 정도가 심해서 교환을 필요로 한
경우 구매처 혹은 대동 지정 대리점과
상의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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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에 따라 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
거나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이때 이물
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6. 필터, 스프링, 오링 등이 제 위치에 조
립되었는지 확인한 후 필터 컵을 재조
립하십시오. 이때 깨끗한 연료를 필터
컵에 2/3정도 채워 조립하면 공기빼기
가 더 용이해 집니다.
UUVO723A

(1) 연료필터		

(2) 필터 용기

UUVO724A

(1) 연료코크		
(A) OFF		

(2) 링 스크류
(B) 열림

7. 연료 코크를 AIR 위치로 돌린 후 잠시
기다리면 연료통 내부의 자연압에 의
해 연료가 필터 컵 내에 채워집니다.
8. 필터 컵의 80%정도 연료가 채워지면

3. 연료 여과기 컵 바닥에 물이나 이물질
이 침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18

4. 물이 필터의 하단 높이까지 차 있거나
연료 여과 필터 교환 주기(200시간)이
도래한 경우 연료 코크를 OFF 위치로
돌려 잠그고 A부를 돌려 컵과 필터를
제거하십시오.

코크를 ON 위치로 돌린 후 시동을 걸
어 누유를 확인하십시오.
9.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연료라인에
공기가 유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의“연료 라인 공기 빼기”편을 참조
하십시오.

2013-11-01 오후 6:12:26

정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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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라인 공기빼기(M)
대동 엔진의 연료라인은 자동으로 공기
빼기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랭
킹을 4~5회 실시해도 시동이 되지 않으
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기빼기를 실
시하십시오.

4. 연료 여과기에 공기가 차 있는 경우 여과기의 연료코크를 AIR 위치로 돌린 후 잠시
기다리십시오. 연료통이 충만한 경우 자연압에 의해 연료가 채워 질 수 있습니다.
5. 더 이상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코크를 ON으로 돌리십시오.

이때 시동 모터나 배터리 보호를 위해 1
회 크랭킹을 5초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
니다.

주


기

연료계통 정비 후 연료 라인의 공기
빼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용
이한 공기빼기를 위해서 연료통을 가
득 채운 후 정비에 착수하는 것이 좋
습니다.

7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정지한 후 카고를 올리고 시트
쿠션을 제거하십시오. (유압 덤핑 키트
가 조립된 경우에는 카고를 올리고 시
동을 끄십시오)

UUVO725B

(1) 연료 탱크
(2) 연료 필터
(3) 연료분사 펌프

(4) 분사 파이프
(5) 분사 노즐
(6) 연료 오버플로우 파이프(호스)

(7) 연료 이송펌프
(8) 공기빼기 볼트
(9) 노즐홀더 너트

3. 연료통의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 후 필
요 시 연료를 채우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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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빼기 볼트(8)을 약간 풀고 크랭
킹을 실시하여 볼트 이완 틈새로 공
기가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분사노즐 및 분사펌프의 점검(N)

라디에이터 코어 청소(O)

분사노즐 및 분사펌프의 점검은 전문가
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매처나 대동 대리
점에 문의 바랍니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7. 공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연료만
나오면 볼트를 잠그고 다시 2~3회
시동을 시도하십시오.
8. 여전히 시동 되지 않으면 1번과 3번
기통의 노즐 홀더 너트(9)를 풀고 다
시 크랭킹을 실시하여 공기가 나오
는지 확인하십시오.
9. 공기가 나오지 않고 연료만 나오면

중


요

2. 시동을 정지한 후 후드를 열고 지지대
를 받치십시오.

연료계통의 봉인 장치류, 즉, 유량 제
한 볼트, 엔진 회전수 제한 볼트 등
을 임의 개조하는 것은 배기가스 규
제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
어 있으며 어길 경우 무상 보증수리
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
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너트를 조이고 시동을 실시하십시오.
10. 시동 후 누유 부위가 없는지 점검하
UUVO726A

십시오.
(1) 브러시 가드 그릴(상)
(3) 브러시 가드 그릴(하)

(2) 브러시 가드 그릴(중)

3. 브러시 가드의 그릴 3매를 제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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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물탱크 냉각수 점검(P)

중




UUVO727A

(1) 라디에이터

요

라디에이터 코어가 먼지나 검불에 의
해 막힌 채로 운전하면 엔진의 방열
성능이 나빠져 엔진이 과열되기 쉽습
니다.
라디에이터 코어 중 찌그러져 막힌
코어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라
면 라디에이터를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을 위해서는 구
매처나 대동 지정대리점과 상의하십
시오.

보조 물탱크는 라디에이터 내의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여 부피가 팽창하면 냉각
수의 일부가 넘쳐 보조 물탱크로 유입되
고,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 라디이에터 내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보조 물탱크의 냉
각수가 라디에이터로 유입되어 라디에
이터 내의 냉각수량을 일정하게 유지시
켜 줍니다. 보조 물탱크 점검은 다음에 절
차를 따르십시오.

4. 압축 공기나 수돗물을 라디에이터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분사하여 라디에
이터 코어에 낀 먼지나 검불 등을 제거
하십시오.

경


고

엔진이 뜨거울 때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뜨거운 물과 증기가 분출하여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
진과 라디에이터가 식을 때 까지 기
다리십시오.

UTV(MC 2230)-한글판-07.ind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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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 물탱크
(A) 상한		

(B)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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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냉각수 교환(Q)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중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우측 바퀴 안쪽의 보조 물탱크 점검창
을 통해 냉각수의 량을 점검하십시오.
3. 엔진이 과열된 상태라면 정상보다 많
은 양의 냉각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엔진의 저속 무부하로 운전하
여 라디에이터내의 냉각수가 충분히
식어 보조 물탱크 냉각수를 흡입할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4. 냉각수가 충분이 식으면 냉각수 량이
하한선과 상한선 중간 정도가 되도록
보조 물탱크에 수돗물을 보충하십시오.



경

요

수돗물로 냉각수 보충을 지속적으로
하면 냉각수 용액의 부동액 성분이
묽어져 겨울철 동파 위험이 높아집니
다. 냉각수 부족 원인을 치유하기 위
해 구매처나 대동 지정대리점과 상의
바랍니다.



고

엔진이 뜨거울 때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뜨거운 물과 증기가 분출하여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
진과 라디에이터가 식을 때 까지 기
다리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충분히 식을 때 까지 기다
리십시오.
3. 후드를 여십시오.

5. 냉각수 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든다면
구매처나 대동 지정대리점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UUVO729A

(1) 라디에이터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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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디에이터 캡이 뜨겁지 않으면 캡을
누르면서 서서히 반시계방향으로 돌리
되 한번에 열지 말고 반 만 돌려 내부
압력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5. 내부압력이 제거되면 캡을 제거하십시
오.

2
UUVO731A

UUVO730A

(1) 브러시 가드 상		
(3) 브러시 가드 하

(2) 브러시 가드 중간

6. 브러시 가드의 그릴 중 가장 아래쪽 그
릴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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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O732A

(1) 냉각수 배수코크
(2) 브러시 가드 하

(1) 엔진 배수플러그		

7. 입구가 넓은 통을 차량 하부에 받친 후
냉각수 배수 코크를 열어 냉각수를 배
출하시오.

8. 라디에이터 하부의 배수 코크와 엔진
실린더 블록의 배수플러그를 풀어 냉
각수를 완전히 배출시킨 다음 배수코
크와 배수플러그를 다시 조립하십시오.

주


(2) 엔진오일 필터

7

의

실린더 블록의 배수플러그를 재조립
할 때는 실링제를 플러그의 피치에
도포한 후 조립하십시오.

2013-11-01 오후 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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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9. 보조 물탱크에 냉각수를 기준선까
채우십시오.

11. 공기빼기구멍에서 냉각수가 흘러나
올 때 까지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주
입구로 냉각수를 주입하십시오.

주


의

냉각수원액과 물의 비율은 50:50으
로 하십시오. 냉각수 주입 기등을 이
용하여 너무 빨리 주입하면, 냉각수
가 다 채워지기 전에 넘칠 수 있으니
천천히 주입하십시오.

배기관 불꽃 방지 장치(스파크 어레스터)
의 점검-장착한 경우(R)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충분히 식을 때 까지 기다
리십시오.
3. 체결볼트(1)을 이완후 스파크 어레스
터를 분리하십시오.
4. 안쪽에 WD40 이나 상당품을 분사한
후 압축공기로 찌꺼기를 불어 내십시오.
단, 압축공기에 너무 근접하면 거름망
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UUVO733B

(1) 공기빼기나사

10. 엔진 냉각팬 옆에 위치한 써모스탯
커버(엔진측 냉각수 출구 호스 가까
이)의 공기빼기나사를 풀어 공기빼
기구멍을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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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기빼기구멍에서 냉각수가 흘러나
오면 공기빼기나사를 다시 체결하여
공기빼기구멍을 막으십시오.

5. 거름망에 손상되었다면 스파크 어레스
터를 교환하십시오.

경
냉각수 량

6.3 L
물:에틸렌 글리콜 50:50

13. 라디에이터 상부의 냉각수호스를 손
으로 3~5회 압축하여 호스내 잔류
공기를 모두 빼내며 라디에이터의
기준면까지 냉각수를 주입하고 라디
에이터 캡을 닫으십시오.



고

머플러 등 뜨거운 부품을 만지면 심
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진 정
지 후 뜨거운 부품이 식을 때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2013-11-04 오후 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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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 오일 점검 및 교환(S)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충분히 식을 때 까지 기다

6. 오일의 색깔이나 점도상태가 좋지 않
거나 오일교환 주기가 도래하였다면
오일교환을 실시하십시오.

리십시오.
3. 카고를 들어 올린 후 레버를 고정장치
로 고정하십시오.

KUVO765A

오일량
UUVO735A

(1) 배유플러그

UUVO734A

(1) 주유구 플러그

4. 주유구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5. 기어박스 표면이 뜨겁지 않은지 확인
후 검지 손가락 끝 마디만을 살짝 구부
려 오일량과 오일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때 손가락 끝으로 오일을 접촉할 수
없다면 오일 부족이니 보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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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일교환을 위해 오일 플러그 밑에 입
구가 큰 통을 받친 후 배유플러그를 제
거하십시오.
8. 오일이 모두 배출된 후 배유플러그를

10. 상기 5번과 같이 오일량을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주유플러그를 조립하
십시오.
11. 기어박스와 주변을 헝겁으로 잘 닦

7

아내십시오.
12. 5~10분 동안 차량을 시운전 한 후
누유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시 조립하여 꼭 조이십시오.

경

9. 새 오일을 주유할 때는 주둥이가 긴 오
일 통이나 긴 호스가 달린 깔때기를 이
용하십시오.

0.9 L



고

오일이 뜨거워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식힌 후 작
업을 시작하십시오.

2013-11-01 오후 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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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앞차동 케이스 오일 점검 및 교환(T)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일을 접촉할 수 없다면 오일이 부족한
것이므로 보충하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충분히 식을 때 까지 기다

6. 오일의 색깔이나 점도상태가 좋지 않

리십시오.
3. 후드를 들어 올린 후 지지대를 견고하

거나 오일교환 주기가 도래하였다면
오일교환을 실시하십시오.

게 받치십시오.

UUVO762A

(1) 깔때기

9. 새 오일을 주유할 때는 주둥이가 긴 오
UUVO737A
UUVO736A

(1) 배유플러그

(1) 주유구 플러그

4. 주유구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5. 차동케이스 표면이 뜨겁지 않은지 확
인 후 검지 손가락 끝 마디만을 살짝
구부려 오일량과 오일상태를 확인하십
시오. 이때 손가락 끝 마디 만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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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통이나 긴 호스가 달린 깔때기를 이
용하십시오.
오일량

7. 오일교환을 위해 오일 플러그 밑에 입
구가 큰 통을 받친 후 배유플러그를 제
거하십시오.
8. 오일이 모두 배출된 후 배유플러그를

0.6 L

10. 상기 5번과 같이 오일량을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주유플러그를 조립하
십시오.

다시 조립하여 꼭 조이십시오.

2013-11-01 오후 6:12:31

정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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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동 케이스의 오일 점검 및 교환(U)
11. 차동케이스와 주변을 헝겁으로 잘
닦아내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12. 5~10분 가량 차량을 시운전 한 후

2. 시동을 끄고 충분히 식을 때 까지 기다

누유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경


5. 오일의 색깔이나 점도상태가 좋지 않
거나 오일교환 주기가 도래하였다면
오일교환을 실시하십시오.

리십시오.

고

오일이 뜨거워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식힌 후 작
업을 시작하십시오.

UUVO739A
UUVO738A

(1) 주유구 플러그

3. 주유구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4. 차동케이스 표면이 뜨겁지 않은지 확
인 후 검지 손가락 끝 마디만을 살짝
구부려 오일량과 오일상태를 확인하십
시오. 이때 손가락 끝으로 오일을 접촉
할 수 없다면 오일이 부족한 것이므로
보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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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유플러그

6. 오일교환을 위해 오일 플러그 밑에 입
구가 큰 통을 받친 후 배유플러그를 제
거하십시오.

7

7. 오일이 모두 배출된 후 배유플러그를
다시 조립하여 꼭 조이십시오.

2013-11-01 오후 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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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구동축 및 CV 부츠의 점검(V)
10. 차동케이스와 주변을 헝겁으로 잘
닦아내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11. 5~10분 가량 차량을 시운전 한 후

2. 시동을 끄십시오.

누유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경


고

오일이 뜨거워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식힌 후 작
업을 시작하십시오.

UUVO763A

(1) 깔때기

8. 새 오일을 주유할 때는 주둥이가 긴 오
일 통이나 긴 호스가 달린 깔때기를 이
용하십시오.
오일량

0.8 L

UUVO740A

(1) CV 부츠(앞바퀴)

3. 앞바퀴 좌 우 구동축의 CV 부츠가 찢
어졌거나 누유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9. 상기 4번과 같이 오일량을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주유플러그를 조립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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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랙 부츠 및 볼 조인트 점검(W)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십시오.
3. 후드를 열고 받침대를 받치십시오.

UUVO741B

UUVO743A

(1) CV 부츠(뒷바퀴)

(1) 타이로드 엔드

4. 뒷바퀴 좌우 구동축의 CV 부츠가 찢어
졌거나 누유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1) 스티어링 랙 부츠

5. CV 부츠에 이상이 있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 구매처나 대동 지정대리점과 상
의하십시오.

4. 스티어링 랙 부츠가 찢어졌는지 혹은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UVO742A

5. 그림과 같이 앞바퀴 조향을 한쪽으로
끝까지 한 후 타이로드 엔드의 부츠가
찢어졌는지 누유가 있는지 혹은 너트
가 이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7

6. 상기부품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구매
처나 대동 지정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중


요

스티어링 관련 부품은 생명과 직결되
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구매처나 대동 지정
대리점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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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브레이크 액의 점검(X)

브레이크 패달유격 점검(Y)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후드를 열어 받침대를 받
치십시오.

브레이크액

DOT3

6. 브레이크 액의 오염이 심하거나 량이
많이 부족하다면 구매처나 대동 지정
대리점과 상의하십시오.

본 차량은 출하시 브레이크 페달 유격이
15~20mm 되도록 마스터 실린더 로드
가 조정됩니다. 브레이크 유격조정이 필
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후드를 열어 받침대를 받
치십시오.

UUVO744A

(1) 브레이크액 통
(A) 상한		

(B) 하한

3. 브레이크액 통과 주변을 깨끗이 닦으
십시오.
4. 브레이크 유면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UVO745A

(1) 마스터 실린더 로드

5. 유면이 하한선 보다 아래에 있거나 하
한선에 가까우면 브레이크 액을 상한
선 까지 보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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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패드 점검(Z)
5. 디스크 양쪽의 브레이크 패드가 둘 중
하나라도 1mm에 가까우면 양쪽 패드
를 교환해야 하며 다른쪽 바퀴의 브레
이크 패드도 교환해야 합니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6. 다른 차축의 브레이크 패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점검하십시오.
7.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상 마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8.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이 필요하거나
디스크에 이상마모가 발견될 경우 구
매처나 대동 지정대리점을 방문해 주
십시오.

UUVO746A

(1) 휠 너트

9. 점검이 끝난 후 바퀴를 재 부착한 후에
는 휠 너트를 반드시 견고하게 조여 주
십시오.

2. 점검하고자 하는 바퀴의 휠 너트를 1
회전만 풀어 주십시오.

경

3. 유압잭으로 차체를 들어 올린 후 안전
스탠드에 차체 프레임이 닿도록 받친
후 유압잭을 내려 차체를 스탠드에 안
착시키십시오.


UUVO747A

(1) 브레이크 패드

고

7

휠 너트가 이완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전복사고,
충돌사고 등이 우려됩니다. 반드시
재차 확인하십시오.

4. 휠 너트를 마저 풀어 바퀴를 제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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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주차브레이크의 점검(AA)

주


기

주차브레이크 시험방법은 주차브
레이크를 끝까지 당겨 채웠을 때 약
10˚ 경사로에서 만차상태의 차량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여 활공할 때 마찰저항이 느껴
지지 않아야 합니다. 최상의 주차브
레이크 상태 유지를 위해 다음의 절
차에 따라 점검하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카고를 들어 올린 후 받
침대를 견고히 받치십시오. (유압 덤핑
키트가 조립된 경우에는 카고를 올리
고 시동을 끄십시오)

UUVO748A

UUVO749A

(1) 주차브레이크 케이블

(1) 디스크 패드

3. 주차 케이블 길이를 조절한 후 상기 시
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후 필요 시 조절
을 반복하십시오.

4. 주차브레이크 디스크의 양쪽 패드의
두께를 측정하여 둘 중 하나라도 1mm
에 근접하면 양쪽 패드를 교환해야 합
니다.
5. 패드를 교환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브
레이크 시험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케이
블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6. 주차브레이크 디스크에 이상 마모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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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의 조절(AB)
7. 주차브레이크 패드의 교환이 필요하거
나 디스크에 이상마모가 발견된 경우
구매처나 대동 지정대리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본 차량의 뒤쪽 서스펜션은 취향에 따라
탄성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 조
절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4. 휠 너트를 마저 풀어 바퀴를 제거하십
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UUVO750A

(1) 홈

UUVO746A

(1) 휠 너트

5. 특수공구를 홈에 걸어 돌리면 스프링
탄성 및 양정(스트록)이 조절됩니다.

주

7

기

A 방향: 소프트한 승차감, 산악 운전 등
2. 뒷차축의 한쪽 바퀴의 휠 너트를 1회
전 정도 풀어주십시오.
3. 유압잭으로 차체를 들어 올린 후 안전
스탠드에 차체 프레임이 닿도록 받친
후 유압잭을 내려 차체를 스탠드에 안
착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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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서스펜션 쇽업서버의 점검(AC)
6. 점검이 끝나고 바퀴를 재 조립한 후에
는 반드시 휠 너트를 견고히 조여주십
시오.

경


고

휠 너트가 이완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전복사고,
충돌사고 등이 우려됩니다. 반드시
재차 확인하십시오.

쇽업소버에 이상이 생기면 차의 승차감
이 나빠집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점검
하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배터리(밀봉형 배터리)(AD)
점검
배터리를 개봉하거나 전해액을 보충하거
나 배터리를 정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점검하십시오.
1. 배터리와 단자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배터리 케이블을 견고하게 체결하십시

2. 시동을 끄십시오.

오.
3. 배터리 벤트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
십시오.
4. 배터리를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하십시
오.

UUVO751A

(1) 쇽업소버

3. 전륜 및 후륜의 쇽업서버와 주변이 누
유 흔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4. 쇽옵서버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매처나 대동 지정대리점과 상의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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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중


요

경

차량을 장기간 보관해 두면 배터리는
자연 방전됩니다. 장기보관 시 월 1
회 시동을 약 30분 이상 걸어두어 배
터리를 충전 시키십시오. 절대 시동
을 걸어 둔 상태로 차량을 떠나지 마
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UUVO753A

(1) 배터리 덮개
(A) 양극 케이블		

2. 시동을 끄십시오.



(B) 음극 케이블


4. 배터리 덮개를 분리하고 음극 케이블
을 분리하십시오.
5. 양극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6. 배터리 고정 브라켓을 분리하십시오.
7. 재조립할 때는 양극 케이블을 먼저 조
립하고 음극을 나중에 조립하십시오.

경
UUVO752E

(1) 측면커버

3. 좌측 측면커버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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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터리 단자, 케이블 선 등에는 납 성
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납은 인체
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부품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고

배터리 전해액은 황산을 포함하고 있
어 유독성이며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힙니다.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하십
시오.
전해액을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전해액이 눈에 튀었을 때는 즉시
15~30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어 내
고 의사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전해액이 피부에 튀었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처방을 받으십
시오.
배터리는 인화성 가스를 생성하므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까이에서 흡연을 하지 마십
시오.
배터리를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 양쪽 단자에 동시에 금속 접
촉을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할 때는 음극
먼저 분리하십시오.
연결할 때는 음극 케이블을 나중에
연결하십시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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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헤드라이트 전구의 교환(AE)

퓨즈 점검 및 교환(AF)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후드를 연 후 받침대를 받

2. 시동을 끄고 후드를 연 후 받침대를 받

치십시오.

치십시오.

UUVO755A

(1) 전구		
(A) 당김

UUVO754A

(1) 컨넥트		

(2) 고무 덮개

3. 고무덮개를 벗긴 후 전구 고정스프링
을 누르면서 옆으로 당겨 내십시오.

(2) 고무 덮개

4. 소켓부분을 잡고 잡아당겨 전구를 빼
십시오.
5. 새 전구를 조립할 때는 전구 유리부분

UUVO756A

(1) 퓨즈 박스

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구
의 내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6. 전구 고정스프링을 누르면서 밀어 고
정 홈에 고정시키고 고무 덮개를 잘 씌
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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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퓨즈(슬로우 블로우 퓨즈)(AG)
4. 집게를 이용하여 퓨즈를 점검하거나
교환하십시오.
5. 퓨즈가 지속적으로 나가면 대동 지정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KUVO774A
UUVO758A

3. 퓨즈 박스 덮개를 열면 가운데에 여유
분의 퓨즈가 있고 퓨즈 집게가 구비되
어 있습니다.

(1) 슬로우브로우 퓨즈

시동 시 시동 모터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모든 전기제품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메인퓨
즈입니다.

7

1. 엔진 점검창을 여십시오.
2. 시동모터 플러스 케이블에 장착된 노
란색의 퓨즈의 단락을 확인하십시오.

UUVO757A

3. 필요 시 테이프를 제거하고 새 퓨즈로
교환하십시오.

(1) 퓨즈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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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바퀴 교환 및 휠 너트 점검(AH)
4. 교환 후 전기 테이프로 다시 고정해 주
십시오. 이때 투명한 점검창은 보이도
록 하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5. 점검이 끝난 후 바퀴를 재 부착한 후에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는 휠 너트를 반드시 견고하게 조여 주
십시오.

5. 이 퓨즈가 지속적으로 단락되면 대동
지정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경


휠 너트가 이완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전복사고,
충돌사고 등이 우려됩니다. 반드시
재차 확인하십시오.

중
UUVO746A

(1) 휠 너트



고

요

타이어 압력과 휠 너트 체결상태는
일일 점검사항입니다. 점검을 습관화
합시다.

2. 교환하고자 하는 바퀴의 휠 너트를 1
회전 정도 풀어 주십시오.
3. 유압잭으로 차체를 들어 올린 후 안전
스탠드에 차체 프레임이 닿도록 받친
후 유압잭을 내려 차체를 스탠드에 안
착시키십시오.
4. 휠 너트를 마저 풀어 바퀴를 제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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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및 4WD 케이블 점검(AJ)

경


고

머플러 등 엔진의 뜨거운 부분을 만
지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충분히 식으면 작업을 시작하
십시오.

3. 너트를 풀고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십
시오.
UUVO759A

(1) 차동고정 케이블			

(2) 너트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카고를 올린 후 고정장치
로 레버를 고정하십시오. (유압 덤핑
키트가 조립된 경우에는 카고를 올리
고 시동을 끄십시오)

4. 차동고정장치를 시험하기 위해서 뒷차
축을 잭으로 들어 올려 양쪽 뒷바퀴 모
두 바닥으로부터 띄우십시오.
5. 차동고정 레버를 잠금 쪽에 두고 한쪽
바퀴를 돌릴 때 다른쪽 바퀴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면 정상입니다.
6. 차동고정 레버를 해제 쪽에 두고 한쪽

UUVO760A

(1) 변속 케이블		
(3) 4WD 케이블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카고를 올린 후 받침대를
받치십시오.

바퀴를 돌릴 때 다른쪽 바퀴가 반대 방
향으로 회전하면 정상입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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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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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머플러 등 엔진의 뜨거운 부분을 만
지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충분히 식으면 작업을 시작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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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3. 너트 1을 풀고 변속 케이블 길이를 조
정하십시오.
4. 너트 2를 풀고 4WD 케이블을 조정하
십시오.
5. 4WD 장치의 작동 여부를 시험하기 위
해서 앞 뒷차축을 모두 잭으로 들어 올
린 후 스탠드로 받치십시오.
6. 시동을 걸어 4WD와 2WD를 번갈아
변속하며 각 바퀴의 회전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경


고

주변에 구경꾼이나 어린이의 접근을
금지하십시오.

바이오 디젤 사용(AK)

엔진 벨트장력 조정(AL)

1. 대동은 5% 바이오 디젤의 사용을 허용
합니다. 그 이상의 비율이 함유된 바이
오디젤의 사용으로 인한 엔진의 고장
은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으며 보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엔진 벨트는 발전기와 냉각수 펌프를 구
동합니다. 장력이 규정치보다 낮을 경우
발전 효율이 떨어져 배터리 충전이 부족
해 질 수 있고 냉각수의 순환 효율이 낮
아질 수 있습니다.

2. 바 이 오 디 젤 연 료 는 A S T M D6751,

장력이 너무 높으면 벨트 마모도가 높아
지고 냉각수 펌프 베어링의 내구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EN14214 및 이에 상당한 표준을 만족
해야 합니다.
3. 바이오 디젤 사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
은 대동 지정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주


기

본 차량의 팬은 엔진에 장착되어 있
지 않고 전기 구동 팬이 후드 아래 라
디에이터에 별도 장착 되어 있습니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차브레이크
를 견고하게 채우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엔진 점검창과 시트를 제
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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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하기(AM)
3. 발전기 상부의 조정볼트와 하부의 힌지
볼트를 이완 시키십시오.
4. 지렛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바깥쪽으
로 당기십시오.

일반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한 물세차와
비눗물 세차를 권장합니다. 고압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부품에 고압 스프레
이가 직접 분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5. 상부 조정볼트를 고정한 후 벨트의 A부
를 손가락으로 눌러 장력을 측정하십시
오. 벨트장력은 벨트전장의 중간 쯤에
서 눌렀을 때 7~9mm 눌려져야 합니
다.
6. 필요시 조정 볼트를 다시 이완하여 재
조정 후 측정을 반복하십시오.
7. 조정이 끝나면 힌지 볼트를 확실히 조
이고 조정볼트를 재확인하십시오.

경


고

엔진 구동 중 벨트 등 회전부에 접근
하면 옷이 감기거나 손가락이 잘릴
수 있으니 절대 금합니다.

중


요

라디에이터 코어, 스파크 어레스터,
각종 경고 라벨, 에어클리너 입구,
CVT 커버 공기 흡입 및 출구, 시동
키 스위치, 계기판, 기어박스 및 차동
케이스의 에어 브리더, CV 부츠 및
스티어링 랙 부츠, 발전기, 각종 배선
의 연결부, 각종 전기 센서 및 스위치
류 등은 고압세척 금지 부품입니다.

7

UUVO761A

(1) 조정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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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플라스틱 및 페인트 표면 손상 방지(AO)
마른상태의 플라스틱 부품을 닦지 마십
시오.
살충제 스프레이는 플라스틱과 페인트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 가까
이에서 살충제를 살포하지 마십시오.
차량 부품에 브레이크 오일이 엎질러지
지 않도록 하십시오. 브레이크 오일은 페
인트 면을 손상시킵니다. 엎질러진 브레
이크 오일은 즉시 닦으십시오.
장비에 연료가 엎질러지지 않도록 하십
시오. 연료는 표면을 손상시킵니다. 엎질
러진 연료는 즉시 닦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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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차량 보관
일상보관

장기보관

1. 차량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보관해야
하고 작업후에는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 절차는 장기간 보
관했다가 사용시 최소한의 준비로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2. 가능한 한 실내에 보관하고 실외보관
시는 보호덮개를 덮어 주십시오.

경




고

밀폐된 장소에서 차량을 가동할 때에
는 배기가스를 방출시키기 위해 신선
한 공기로 통풍이 잘되도록하여 외부
로 배기가스를 방출하십시오. 배기가
스는 색깔이 없고 눈에 띄지않아 인
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가스가 화염이나 스파크에 닿을 수
있는 건물 내에서 연료탱크 내에 연
료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보호덮개를 씌우기 전에는 엔진을 냉
각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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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V(MC 2230)-한글판-08.indd 2

중


요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수칙을 준수하면 보관 기간 동
안 차량의 부식이나 기능 저하를 방
지할 수 있습니다.

1. 볼트, 너트 등이 풀린 것이 없는지 확
인하고 필요시 조여주십시오.

7. 차량은 과도한 직사광선이나 열이
닿지 않는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타
이어는 직사광선이나 열에 직접 노
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8. 	 엔진부품과 함께 차량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9. 차량의 모든 윤활 주입구에 그리스를
주입하십시오.
10. 	노출된 실린더 로드에 그리스를 도
포하십시오.
11.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배
출후 세척하여 부동액과 냉각수로
보충하십시오.

2. 금속 표면이 노출되어 녹슬기 쉬운 부
분에 그리스를 도포하십시오.

12. 모든 변속장치를 중립으로 두십시오.

3. 마모 또는 손상된 부품은 수리하십시오.
필요시 부품을 교체하십시오.

13. 	상기 보관상태를 알리는 테그를 차
량에 부착하십시오.

4. 타이어 압력을 평소보다 조금 높게 넣

14. 바이오 디젤연료 사용후 90일 이상
장기 보관시 바이오 디젤연료를 모
두 배출한 후 순수 디젤연료로 30분
이상 공회전한 후 보관하십시오.  

으십시오.
5. 차량으로부터 배터리를 탈거하십시오.
배터리 보관절차에 따라 보관하십시오.
6. 차량은 비가 맞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보호덮개를 씌워서 보
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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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관 후 사용

중


요

차량을 청소할 때 엔진을 끄십시오.
청소 전에 엔진이 냉각될 때까지 충
분한 여유를 가지십시오.



소음기와 엔진이 냉각된 후 차량에
커버를 덮으십시오.



보관된 배터리는 90일 마다 재충전
해야 합니다.



차량을 건조하고 보호되는 장소에 보
관하십시오. 차량이 외부에서 보관되
면 차량위에 방수 커버를 씌우십시오.

1.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적당한 공
기를 주입하십시오.
2. 배터리를 설치하십시오. 배터리 설치
전에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점검하십시
오.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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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팬 벨트 장력을 점검하십시오.
4. 모든 윤활유 등 액체류 충만상태를  확
인하십시오. (엔진오일, 기어박스 오일,
전후 차동케이스 오일, 엔진 냉각수, 브
레이크유)
5. 노출된 실린더 로드부의 그리스를 제
거하십시오.
6. 윤활지점에 그리스를 주입하십시오.
7. 계기판과 각부장치가 정확하게 작동되
는지를 관찰하면서 몇분 동안 엔진을
가동하십시오.
8. 차량을 실외로 이동한 후 브레이크 성
능, 변속 성능, 고속, 저속, 후진 작동여
부, 주차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을 확인
하여 시운전하십시오.

8

9. 엔진을 멈추고 누유를 점검하십시오.
필요시 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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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유념하시어
차량을 사용하고 폐기해 주십시오.
1. 각종 오일 및 냉각수등을 직접 교환할
경우에는 주변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하고 폐오일 및 폐수는 적법하게 처리
하십시오
2. 수명이 끝난 차량을 함부로 방치하거
나 버리지 말고 대리점이나 허가받은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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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RON 2230
본 고장 진단챠트는 차량장치에 관심이 많거나 익숙한 사용자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정비사항만을 간추려 나타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상세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대동 지정대리점과 상의 바랍니다.

차량 고장대책
발생 원인
1. 시동 모터 구동 불가 또는 천천히
구동

2. 엔진 시동 어려움(시동모터 구동
됨)

UTV(MC 2230)-한글판-09.ind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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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비코드



메인퓨즈(슬로우 블로우 퓨즈: 시동모터 케이블 근처) 단락

AG



배터리 케이블 이완

AD



배터리 방전( 발전기 고장)

AD



시동키 스위치 고장, 시동모터 불량



불충분한 예열, 배터리 불량



예열 릴레이, 조정기 등 예열 관련 전기부품 고장



극 저온 환경에서 보조 예열 장치 필요



연료 부족



연료라인에 공기 유입, 연료 라인 램프 이완 및 찍힘



연료 오염, 물 유입



연료 필터 막힘, 연료 호스 막힘, 연료 여과기 밸브 차단

L, M



극 저온 환경에서 연료 겔화(겨울철 연료 미사용)

L, M



세탄가 낮은 연료 사용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불가



연료이송 펌프 고장(이물질 유입)

2013-10-24 오전 9:57:20

고장진단 및 대책

발생 원인
2. 엔진 시동 어려움(시동모터 구동
됨)

3. 엔진 출력 부족(노킹, 진동, 매연)

4. 엔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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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비코드



배터리 방전



엔진오일 점도가 너무 높다(부적합한 오일 사양)



분사펌프 고장, 분사노즐 분사상태 불량, 카본 퇴적



밸브간극 불량



엔진오일 과다(과다 주유, 물 유입, 유압오일 유입)



엔진 과열



연료 공급 제한(필터 막힘, 물 섞임,  연료라인 이완 등)



부적합 연료 사용, 세탄가 부족



에어클리너 막힘



분사 타이밍 부적합



분사노즐 상태 불량, 카본 퇴적



밸브간극 불량



라디에이터 그릴 및 코어 막힘

O



냉각수 부족, 누수( 호스 연결부 이완)

Q



엔진 냉각팬 파손

N

L, M

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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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4. 엔진 과열

5. 운행중 엔진 정지

UTV(MC 2230)-한글판-09.ind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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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비코드



온도센서 고장

Q



냉각수 혼합비율 부족



라디에이터 캡 고장



냉각수 교체 후 공기빼기 불량



냉각팬 모터 불량, 냉각팬 스위치 고장



워터펌프 노화 및 고장



냉각수 라인에 공기 유입



써모스태트 고장



엔진오일 부족



연료 부족 및 막힘(필터, 호스)

Q



연료라인에 물유입, 연료 오염

Q



엔진과열에 의한 소착



엔진 오일 누출



엔진정지 및 냉각수 누수



솔레노이드 고장 및 전원 차단

H

AF, AG

2013-10-24 오전 9:57:20

고장진단 및 대책

발생 원인

진단 및 조치방법

5. 운행중 엔진 정지



분사펌프 고장

6. 전기장치 고장(예열, 시동, 조명,
혼 등)



퓨즈 단락



배선 연결 불량



릴레이 및 컨트롤러 고장(본네트 내 위치)



배터리 방전



시동키 ON 상태로 방치



헤드라이트, 작업등, 방향 지시등 등 전기 장치 ON 상태로 방치



장시간 시동 걸지 않고 방치(자연방전)



발전기 고장으로 충전 불가, 발전기 배선 연결 불량



잦은 시동 및 정지 반복( 충전기간 부족)



과도한 외부 전기 사용(작업기 등 추가 장착 기기)



극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크랭킹 시도



배터리 수명연한 초과



주차브레이크 해제 하지 않음

7. 배터리 방전

8. 주행 불가

UTV(MC 2230)-한글판-09.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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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8. 주행 불가

  9. 변속성 불량(HI-LO, 4WD

10. 험로 탈출 불가

11. 등판력 부족

12. 최고속도 부족

13. 브레이크 제동력 부족

UTV(MC 2230)-한글판-09.ind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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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비코드



기어 변속되지 않음

AJ



CVT 벨트 고장

J, K



변속케이블 조정 불량

AJ



4WD  케이블 조정 불량

AJ



4WD 변속 불량

AJ



차동 고정 불량(차동 고정 케이블 조정 불량)

AI



저속기어 미 사용



4WD 미사용



CVT 벨트 마모

J, K



과적 및 CVT 벨트 마모

J, K



가속 케이블 조정 불량(엔진 최대회전수 부족)



브레이크 젖은 상태



브레이크 유 부족

X



브레이크 라인 에어 유입

X



브레이크 패드 과다 마모

Y, Z

2013-10-24 오전 9:57:20

고장진단 및 대책

발생 원인
14. 브레이크 작동 쏠림

15. 주차브레이크 불량(경사지 활공)

16. 스티어링 무거움

17. 조향의 정숙성 부족

18. 유압 불량

진단 및 조치방법

참조 정비코드



한쪽 바퀴 브레이크 패드 젖음



한쪽 바퀴 브레이크 패드 마모 심함

Z



브레이크 라인 공기 유입

X



주차브레이크 케이블 조정 불량

AA



주차브레이크 패드 마모

AA



앞 바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스티어링 랙 부츠 찢어져 윤활 부족 및 오염



대동 대리점에 문의(릴리프 밸브 압력, 오일, 오일통로 막힘 등)



스티어링 너클 고장



토우인 조정 불량



스티어링 휠 유격 과다



유압탱크 유압유 부족



유압오일 사양 부적절



밸브 및 펌프 고장

     

9-

W

W

9

※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동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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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숫자

ㄷ

12V 전압 공급장치................................................................................ 4-12

도로 주행 방법........................................................................................ 5-18

2WD-4WD변속 레버............................................................................ 4-21

뒤차동 케이스의 오일 점검 및 교환(U) ........................................... 7-27

4WD 구동장치 사용............................................................................... 5-25
CVT 밸트 점검(J)................................................................................... 7-14

ㄹ

CVT 종동 풀리 클러치 버튼 점검(K).................................................. 7-17

라디에이터 코어 청소(O)...................................................................... 7-20

ROPS....................................................................................................... 4-25
ROPS 사용시 안전 준수사항............................................................... 1-25

ㅁ
먼지제거 밸브(더스트 밸브)(G) ......................................................... 7-12

ㄱ

메인퓨즈(슬로우 블로우 퓨즈)(AG).................................................... 7-37

가속페달.................................................................................................. 4-23

명판 부착위치......................................................................................... 1-26

경사지 운전하기..................................................................................... 5-14

명판관리 유의사항................................................................................. 1-32

계기판...................................................................................................... 4-13

물속 운전................................................................................................. 5-16

고장진단 및 대책.......................................................................................9-1

미끄러운 지면에서 운전........................................................................ 5-13

교환.......................................................................................................... 7-35
구동축 및 CV 부츠의 점검(V).............................................................. 7-28

ㅂ

그리스 주유(D)..........................................................................................7-9

바이오 디젤 사용(AK)........................................................................... 7-40

기어박스 오일 점검 및 교환(S)............................................................ 7-25

바퀴 교환 및 휠 너트 점검(AH)........................................................... 7-38
반사경.........................................................................................................4-6

ㄴ

방향지시등.............................................................................................. 4-17

난기운전 방법............................................................................................5-9

방향지시등 스위치................................................................................. 4-10

난기운전(길내기 운전).............................................................................5-9

배기관 불꽃 방지 장치(스파크 어레스터)의 점검-장착한 경우(R)7-24

냉각수 교환(Q)....................................................................................... 7-22

배터리 충전 경고등................................................................................ 4-16

냉각수 온도계......................................................................................... 4-15

배터리(밀봉형 배터리)(AD).................................................................. 7-34

냉각수, 브레이크유, 전기장치 점검..................................................... 4-34

벨트류 및 브레이크 패드류......................................................................6-3
변속 및 4WD 케이블 점검(AJ)............................................................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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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변속레버.................................................................................................. 4-19

스키드 플레이트..................................................................................... 4-26

변속하기.................................................................................................. 5-13

스티어링 랙 부츠 및 볼 조인트 점검(W)............................................ 7-29

보관 및 폐기...............................................................................................8-1

시동직후 경고등 확인...............................................................................5-5

보조 물탱크 냉각수 점검(P)................................................................. 7-21

시동키 스위치...........................................................................................4-8

10-

보조 유압레버 및 핸드 쓰로틀 레버(옵션)......................................... 4-31
분사노즐 및 분사펌프의 점검(N)......................................................... 7-20

ㅇ

브레이크 액의 점검(X).......................................................................... 7-30

안전 라이트 키트.......................................................................................4-7

브레이크 패달유격 점검(Y).................................................................. 7-30

안전벨트.................................................................................................. 4-24

브레이크 패드 점검(Z).......................................................................... 7-31

안전주의 명판관리................................................................................. 1-26

브레이크페달.......................................................................................... 4-22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1-1

비상등 스위치......................................................................................... 4-11

앞 범퍼(브러시 가드)............................................................................. 4-26
앞차동 케이스 오일 점검 및 교환(T).................................................. 7-26

ㅅ

에어필터 교환(H)................................................................................... 7-13

사양표.........................................................................................................3-1

에어호스 및 클램프 점검(I).................................................................. 7-13

사이드 미러............................................................................................. 4-25

엔진 벨트장력 조정(AL)........................................................................ 7-40

상향표시등.............................................................................................. 4-16

엔진 오일 점검창 열기(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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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오일압력 경고등............................................................................ 4-15

색인.......................................................................................................... 10-2

엔진 운전....................................................................................................5-2

서스펜션.....................................................................................................4-5

엔진 일련번호............................................................................................2-2

서스펜션 쇽업서버의 점검(AC)........................................................... 7-34

엔진 점검................................................................................................. 4-33

서스펜션의 조절(AB)............................................................................. 7-33

엔진룸 점검(B)...........................................................................................7-8

선 캐노피................................................................................................. 4-26

엔진시동.....................................................................................................5-2

세차하기(AM)......................................................................................... 7-41

엔진오일 레벨 점검(E).......................................................................... 7-10

속도계/사용시간 적산계....................................................................... 4-14

엔진오일 및 필터 교환(F)..................................................................... 7-11

숲속 등 산악 운전................................................................................... 5-16

엔진을 시동할 때.......................................................................................1-5

스위치 장치................................................................................................4-7

엔진정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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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ㅈ

연료 요구조건......................................................................................... 4-33

작업등(옵션)........................................................................................... 4-32

연료 탱크.................................................................................................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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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계...................................................................................................... 4-14

장기보관.....................................................................................................8-2

연료라인 공기빼기(M)...........................................................................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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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운반............................................................................................. 5-18

연료여과기 점검(L)................................................................................ 7-17

적재함...................................................................................................... 4-28

예비 스위치 패널.................................................................................... 4-12

적재함 작동레버(수동식 모델)............................................................. 4-29

예비운전 점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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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열 표시등............................................................................................. 4-17

적정 공기압 ........................................................................................... 4-36

예열장치 작동과정....................................................................................5-5

전기 소모품류............................................................................................6-3

오일 및 액체류...........................................................................................6-2

전기식 냉각팬 모터...................................................................................4-4

옵션 품목 및 기능......................................................................................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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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 스위치......................................................................................... 4-11

전조등.........................................................................................................4-5

외관도.........................................................................................................4-3

전조등 스위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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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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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쉴드(옵션)....................................................................................... 4-27

점검 주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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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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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시동..................................................................................................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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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위한 진입.......................................................................................7-7

일상점검.....................................................................................................5-2

정비점검.....................................................................................................7-1

일상점검편.................................................................................................7-7

정비점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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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요령 및 특징.......................................................................................4-1

제원.............................................................................................................3-2
조작장치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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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방향 경사.........................................................................................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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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원.....................................................................................................3-3

컵 홀더 및 수납함................................................................................... 4-28

주요제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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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브레이크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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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기.................................................................................................. 5-12

타이어......................................................................................................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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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표시등............................................................................................. 4-18

트레일러 견인.........................................................................................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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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 고정레버(후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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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 고정장치 케이블 점검(AI)............................................................ 7-39

폐기 ............................................................................................................8-4

차동고정 레버......................................................................................... 5-25

퓨즈 점검 및 교환(AF).......................................................................... 7-36

차량 고장대책............................................................................................9-2

플라스틱 및 페인트 표면 손상 방지(AO)........................................... 7-42

차량 보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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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송.................................................................................................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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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류.........................................................................................................6-2

차량 운전....................................................................................................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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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차 할 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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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유압식 모델).......................................................................... 5-22
헤드라이트 전구의 교환(AE)............................................................... 7-36
헤드레스트.............................................................................................. 4-24
혼 스위치................................................................................................. 4-10
후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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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스크린............................................................................................. 4-27
후방 히치 리시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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