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0, 6330, 6430
고급 트랙터

취급설명서

소개
서문
트랙터를 올바로 운행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익히려면
본 취급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십시오. 본 취급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그에 따라 취급하지 않으면 상해를 입거나
장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와
트랙터에 부착된 위험 표시 문자는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
하십시오.
본 취급설명서는 트랙터의 영구 부품처럼 간주해야
하며 판매 시에도 트랙터와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본 취급설명서에서는 미터 단위 및 이에 상응하는 미국
단위를 병용합니다. 순정부품과 적절한 패스너만 사용
하십시오. 일부 미터계 및 인치계 패스너에는 특정한
미터계 또는 인치계 렌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양 또는 식별번호 기록판에 제품 식별번호(PIN)를
기록해 두십시오. 트랙터 도난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든 번호를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부품 주문 시
판매회사에서 이러한 번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식별 번호를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명시된 제조 사양을 초과하여 연료를 주입하거나
과도한 부하를 가하여 발생한 고장은 이 트랙터에 대한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랙터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수행
했습니다. 최상의 성능을 얻으시려면, 최초 100시간
운행 후에 사후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트랙터는 통상적인 농업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의도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도된 용도에 배치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오용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이나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명시한 운행, 서비스 및 정비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역시 의도된 용도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트랙터의 모든 세부적 특성에 익숙하고 관련 안전
규정(사고 방지)을 잘 아는 사람만 이 트랙터를 운행,
정비 및 수리해야 합니다. 사고 방지 규정, 안전과
산업의학에 관한 기타 모든 일반 규정 및 도로 운행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이 트랙터를 임의로
개조하여 발생한 손상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조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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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 정보 확인
이 표시는 안전 경고 심볼로서, 트랙터나 본 취급설명
서에 이 심볼이 있는 경우 상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권장되는 예방 조치 및 안전 조작법을 준수하십시오.

구

분

위

험

심벌마크

정

의

준수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절박한
위험상태를 나타낸다.
준수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경

고
위험 상태를 나타낸다.
준수하지 않으면, 경상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주

의
위험상태를 나타낸다.

안전 수칙 준수
본 취급설명서의 모든 안전 주의 사항과 트랙터의 안전
표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안전 표시가 잘 보이도
록 청결하게 하십시오. 떨어져 나가거나 손상된 안전
표시는 교환하십시오. 새로운 장비 구성품과 정비 부품
에도 현재 부착된 안전 표시가 부착되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안전 표시는 판매회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의 조작법과 각종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트랙터를 적절한 작업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트랙터를
무단 개조하면 기능이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트랙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의 특정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움
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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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트랙터 구름 방지
운전석을 비운 상태에서 트랙터가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사망 위험을 방지하십시오.
스타터 단자를 쇼트하는 방법으로 엔진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전기 회로를 우회하여 연결하면
트랙터는 기어가 결합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립니다.
하차한 상태에서는 절대 엔진을 시동하지 말고,
운전석에 앉아서 변속기를 중립 또는 주차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만 엔진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시트 벨트의 적절한 사용
전복 사고 보호 구조물(ROPS)이나 캡이 있는 경우
전복 등의 사고시에 부상을 방지 및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시트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ROPS나 캡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시트 벨트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장착용 부품, 버클, 벨트 또는 리트랙터가 손상된
경우에는 시트 벨트 전체를 교환하십시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시트 벨트와 장착용 부품을
점검하십시오. 장착용 부품의 이완 또는 벨트 해짐,
이상 마모, 변색 등과 같은 벨트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시트 벨트 교환시에는 사용 중인
트랙터용으로 승인된 교환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환기 문제
엔진 배기가스는 구토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엔진을 시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파이프
연장관을 사용하여 배기가스를 배출하십시오.
배기가스 파이프 연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
환기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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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안전 주행
트랙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도로 상태와 트랙터의
일반 안전 수칙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안전 용구가 제자리에 올바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트랙터를 운행하십시오.
트랙터를 운행하기 전에 트랙터 근처에 어린이 등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십시오.
항상 지면 상태에 적합한 속도로 운전하십시오. 경사지를
상하로 주행하거나 횡단할 때는 급격하게 방향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디퍼렌셜 록크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트랙터를 선회하지 마십시오. 경사지를 내려올 때는 절대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변속하지 마십시오!
트랙터에 작업기나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는 규격
연결봉이나 히치만 사용하십시오. 트레일러와 작업기를
올바로 연결하십시오. 트레일러와 작업기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업기를 견인하거나 장착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
작업기의 폭과 관성을 고려하십시오.
경사지나 표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 및 급회전을 해야
하는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올 때는 저단 기어로 변속하십시오. 절대
내리막길에서 타성으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구멍, 수로, 장애물(특히 언덕길에 있는 경우) 등은
트랙터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전륜 구동은 견인력을 크게 증가시켜 트랙터가 가파른
경사지도 올라갈 수 있게 하지만 전복 위험성도
내포합니다. 웅덩이에서 나오거나 가파른 경사지를 오를
때 트랙터가 뒤쪽으로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후진으로 운전하십시오.
트랙터가 빠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랑이나
가파른 제방 가까이에서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출발할 때는 주의를 확인한 후 주행하십시오.
어린이 등 사람이 트랙터 및 작업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멀리 떨어지게 한 후 출발하십
시오.
상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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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안전 취급

트랙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트랙터 취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주의하십시오. 사고 원인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흔히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과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트랙터나 장착된 작업기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승차나 하차하지
마십시오.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속 레버를 주차(P)
상태로 하고, 작업기를 지면에 내려놓은 다음 엔진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트랙터 전복
부적절한 시동 방법
히치 작업시의 파손 또는 연결 불량
다른 차량과의 충돌
PTO 축에 감김
트랙터에서 추락

작동 중인 PTO 또는 작업기 근처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트랙터에 ROPS가 장착된 경우에는 항상 시트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하차 전에 변속 레버를 주차(P) 위치에 두십시오.
엔진이 정지되었더라도 기어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랙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 임산부
• 음주자
• 운전 미숙련자
• 16세 미만인 사람
•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조작이 불가능한 사람
운전자는 건강에 유의하여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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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금지
트랙터에는 운전자만 타고 다른 사람은 탑승시키지
마십시오.
트랙터에 다른 사람을 태울 경우에는 외부 물체에 의해
다치거나 트랙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자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운전이 불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조수석이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한 사람만 태우십시오.

트랙터 주차 및 하차
트랙터에서 하차하기 전에 장착된 작업기나 장비를
지면에 내려놓으십시오.
트랙터나 작업기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엔진을
끄고, 레인지 및 기어 변속 레버는 물론
핸드브레이크와 주차 록크를 결합하고, 메인 스위치
키를 빼낸 다음, 운전석 캡(장착된 경우)을 잠그십시오.
초크 블록을 제위치에 두십시오.
엔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절대 트랙터에서
하차하지 마십시오.
운전시에는 절대로 운전석 플랫폼/캡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레이더로부터 눈 보호
레이더 방식의 지면 속도 센서는 극소량의 극초단파
신호를 방출하지만 정상 사용 환경에서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방출량이 극소량에 불과하더라도
작동중인 센서를 직접 쳐다보면 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센서를 직접 쳐다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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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안전한 취급 및 화재 방지
연료는 인화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서 취급해야
하며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주위에서 담배를 피거나
주변에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연료를 보충할 때는 항상 엔진을 끄고, 실외에서
연료를 넣으십시오.
지푸라기, 그리이스, 먼지 등을 제거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흘러 넘친 연료는 깨끗이 닦으십시오.

긴급 상황 대비
화재 위험에 항상 대비하십시오.
휴대용 구급약품과 소화 기구를 준비하십시오.
긴급 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의사, 앰뷸런스, 병원 및
소방서 등의 전화번호를 찾기 쉬운 곳에 두십시오.

신체 보호 장구 착용
몸에 꼭맞는 복장과 작업에 맞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면 청각 기능이 손상되거나 청각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귀마개 등
청각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트랙터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트랙터를 취급할 때는
라디오나 음악을 듣기 위해 헤드폰을 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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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접촉 주의
캡이 밀폐되어 있더라도 유해 살충제가 흡입되는
것마저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살충제 취급 지침서에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경우, 캡
내부에 있더라도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캡을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살충제 취급 지침서에
나온 대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캡에 다시
들어갈 때는 보호 장구를 벗어 캡 외부의 밀폐된
상자나 밀봉된 용기 또는 캡 내부의 살충제 방지
용기(예: 플라스틱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캡에 들어가기 전에 흙이나 기타 오염된 입자를
신발에서 털어내고 들어가십시오.

회전 구동축 접근 금지
작동 중인 회전 구동축에 신체가 감기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항상 트랙터 마스터 안전 커버와 구동축 안전 커버를
씌워 사고를 예방하십시오. 회전 안전 커버가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몸에 꼭맞는 옷을 입고, 엔진을 끈 다음 PTO 구동축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정이나 연결 또는 PTO 구동 장비를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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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명 및 안전 기구 사용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 이용자, 부착 장비나 피견인
장비가 장착되어 저속 이동하는 트랙터 및 자체 추진
장비 간의 충돌을 방지하십시오. 회전할 때는 특히
트랙터 뒤쪽의 교통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십시오.
주야에 상관없이 헤드라이트, 점멸 경고등 및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십시오. 트랙터 조명과 표시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조명과 표시등의 청결을
유지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십시오. 손상되거나 분실된
조명과 표시등은 교환하거나 수리하십시오. 작업기의
안전 조명 키트는 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 안전 운반
사용할 수 없게 된 트랙터는 평상형 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체인을 사용하여
트랙터를 운반 차량에 고정하십시오.
트럭 등에 트랙터를 적재할 때는 트랙터 엔진의 후드가
고정되어 있는지와 도어, 루프 해치(장착된 경우),
윈도우 등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트랙터 견인 속도는 최대 10 km/h(6 mph)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운전자는 피견인 트랙터를 조향 및 제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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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견인할 때의 안전
경사지에서는 견인하는 화물의 속도와 중량으로 인해
제동 거리가 늘어납니다. 브레이크 유무에 상관없이
견인되는 화물이 트랙터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견인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견인 장비의 총중량과 실린 화물의 하중을
고려하십시오.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 브레이크 없음 .........................
- 독립 브레이크 .........................
- 오버런 브레이크 .....................
- 유압 브레이크 .........................
- 싱글 라인 공기 브레이크.......
- 듀얼 라인 공기 브레이크.......

최대 주행 속도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최대 설계 속도

법률에 규정된 제한 속도가 위에 인용된 속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지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회전시 또는 경사지에서 짐을
견인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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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웅덩이에 빠진 트랙터를 꺼낼 때는 빠진 트랙터가 뒤로
전복되거나, 견인 트랙터가 전복되거나, 견인 체인이나
견인 바(케이블은 권장되지 않음)가 끊어지거나 튀는
현상 등의 안전 위험에 주의하십시오.
트랙터가 진흙탕에 빠진 경우에는 후진하여
빼내십시오. 견인되는 작업기와의 연결을 해제하고,
뒷바퀴 뒤쪽의 진흙을 퍼내십시오. 바퀴 뒤쪽에 판을
대어 단단한 지면을 확보한 다음 천천히 후진하여
빼내면 됩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모든 바퀴 앞쪽의
진흙을 파내고 천천히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견인 바나
긴 체인을 사용하십시오. 케이블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때 체인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인
장비의 모든 부품이 크기와 견인력 면에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견인 장비의 연결봉에 항상 연결하고, 전면의 푸시바
장착 포인트에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견인 전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켜나도록 하십시오. 체인이 서서히
당겨지도록 천천히 견인을 시작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당기면 견인 장비와 연결되었던 체인이 끊어져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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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지 보수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 정비 절차를 이해해야 하며,
정비 부위를 깨끗이 하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윤활, 정비,
조정을 하지 말고, 구동 부위로부터 손, 발, 옷 등을
멀리 하십시오. 모든 동력을 끄고 제어 장치의 압력을
제거하십시오. 작업기를 지면에 내려놓고,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키를 빼내어 트랙터를 냉각시키십시오.
정비 작업을 위해, 들어올려야 하는 모든 트랙터
요소를 안전하게 지지하십시오.
모든 부품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올바로
장착하십시오. 손상 부품은 즉시 수리하고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환하십시오. 그리이스나 오일 또는
부스러기 등은 제거하십시오.
전기 계통을 점검하거나 트랙터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체 추진 장비의 배터리 접지
케이블(-)을 뽑으십시오.
전기 계통을 점검하거나 트랙터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트랙터와 피견인 작업기를
연결하는 장치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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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또는 가열 전 페인트 제거
유독가스나 먼지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도장면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할 때는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열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페인트를 제거하십시오.
• 가열 부위에서 최소 100 mm (4 in.) 정도 페인트를 벗
겨내십시오.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으면 가열 또는 용
접 전에 승인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페인트를 샌딩 또는 그라인딩할 때는 발생하는 먼지
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승인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
오.
• 솔벤트나 도막 제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 전에
비누로 제거제를 닦으십시오. 용접 부위 부근에 솔벤
트나 도막 제거제 용기 또는 기타 인화 물질을 두지
마십시오. 가스가 날아가도록 용접이나 가열 전에 최
소 15분 정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용접 부위 근처에서 염화 솔벤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독성가스나 먼지가 쉽게 배출되는 장소에서 용접을
실시하십시오.
페인트와 솔벤트는 올바로 폐기하십시오.

유압 회로 부근의 가열 금지
유압 회로 부근을 가열할 경우에는 인화 물질이
분무되어 주위 사람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압 회로 부근이나 기타 인화 물질 근처에서는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마십시오. 열에
의해 유압 회로가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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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유체 주의
높은 압력으로 새어 나오는 유체는 피부에 침투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유압 라인 또는 기타 라인을 분리하기 전에 압력을
제거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압력을 다시 가할
때는 먼저 모든 연결 부위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누출 부위를 찾을 때는 마분지 등을 사용하여 고압
유체로부터 손과 신체를 보호하십시오.
사고 발생시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피부를
뚫고 들어간 모든 유체는 몇 시간 이내에 수술로
제거해야 피부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부상에 대한 치료 방법을 잘 모르는
의사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몰린에 있는 Deere &
Company 메디컬 부서에서 치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압 연료 장치 개방 금지
연료 라인내 잔류하는 고압 유체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연료 라인, 센서, 또는 고압 연료 펌프 및
고압 커먼 레일(HPCR) 연료 장치가 장착된 엔진 노즐
사이의 기타 부품을 분리하거나 정비하지 마십시오.
본 유형의 장치에 숙달된 정비사인 경우에만 정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매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부속 장치의 안전한 보관
이중 휠, 케이지 휠, 로더 등과 같이 보관된 부속
장치가 넘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속 장치나 작업기를 보관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이러한 장치의 보관 장소
근처에서는 어린이 등이 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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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계통의 안전한 정비
고압의 냉각 계통에서 유체가 누출되는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끈 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냉각된 경우에만 필러 캡을 여십시오. 캡을 열 때는
혹시나 남아 있을 수 있는 압력이 빠질 수 있도록
천천히 여십시오.
냉각수는 엔진 시동을 끈 후에만 보충하십시오.

휠 너트 재조임
트랙터의 휠 너트는 "길들이기 기간" 및 "정비" 단원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 다시 조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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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예방
배터리 전해액 속의 황산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피부에
화상을 입히거나, 옷에 구멍을 내게 하며,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 예방책:
1.
2.
3.
4.
5.

배터리액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보충하십시오.
눈 보호 장비와 고무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전해액을 보충할 때 가스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전해액을 넘치게 하거나 흘리지 마십시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점프 스타트하십시오.

황산액에 닿은 경우:
1. 물로 피부를 씻으십시오.
2. 베이킹 소다나 석회를 발라 황산액을
중화시키십시오.
3. 눈에 들어갔으면 15-30분 동안 물로 눈을 씻고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황산액을 삼킨 경우:
1. 억지로 구토하지 마십시오.
2. 물이나 우유를 많이(2 리터 이하) 마십시오.
3.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트랙터의 적절한 지지
트랙터를 정비하기 전에, 반드시 부속 장치나 작업기를
지면에 내려놓으십시오. 트랙터나 부속 장치를
들어올리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올린 상태로 작업할 경우
유압식 지지 장치가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중이 가해지면 부서질 수도 있는 콘크리트 블록,
중공 벽돌, 버팀목 등으로 트랙터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잭으로만 지지되는 트랙터 아래에서는 정비하지
마십시오. 본 취급설명서에 나오는 권장 작업 절차에
따르십시오.
작업기나 부속 장치를 트랙터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작업기나 부속 장치의 취급설명서에 나와 있는
안전 예방 조치를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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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륜 구동 트랙터의 안전한 정비
후륜이 지면에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륜 구동
트랙터를 정비할 때 엔진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키는
경우 항상 전륜도 동일하게 지지하십시오. 전륜도 함께
들어올리지 않으면 전기 동력이나 변속기/유압 계통의
압력이 손실될 때 후륜이 지지대에서 미끄러지며
전륜이 결합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스위치가 분리
상태이더라도 전륜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안전 정비
타이어와 림 분리시의 압력은 매우 강하므로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장비와 충분한 장착 경험이 없다면 타이어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항상 적정한 타이어 압력을 유지하고, 권장 압력 레벨
이상으로 공기를 주입하지 마십시오. 휠이나 타이어
어셈블리를 절대로 용접 또는 가열하지 마십시오. 열을
가하면 공기압이 증가되어 타이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용접을 하면 휠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때는 가능한 긴 부착식
주입기와 확장 호스를 사용하여 타이어 어셈블리
정면에서 벗어나 한쪽에 서 있으십시오. 이용 가능하면,
안전 케이지를 사용하십시오.
바퀴의 압력 상태, 마모, 기포, 림 손상 또는 러그 볼트
및 너트 망실 등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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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폐기물을 올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John Deere 장비에 사용되는 유해
폐기물로는 오일, 연료, 냉각수, 브레이크액, 필터,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를 배출시킬 때는 누수방지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음식이나 음료 용기를 사용하면 누군가
음료로 알고 마실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폐기물을 지면, 하수구, 강물 등에 버리지 마십시오.
에어컨의 냉매는 지구 대기에 유해하므로 각국
정부에서는 공인된 에어컨 서비스 센터를 통해 사용된
에어컨 냉매를 회수 및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재활용 센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도로 주행시 고장
도로 주행중 고장이 발생 하였을때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정비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트랙터 100m 후방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 부품의 수리
트랙터에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은 직접
수리하지 마시고, 꼭 지정 대리점에서 수리 하십시오.
성능 변화로 인해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중요부품 : 유압펌프, 커먼레일 펌프, 인젝트, 연료
분사펌프, 분사노즐, 유압밸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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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wr 구동 장치가 장착된 트랙터의
특수 기능
브레이크 페달은 또한 오토 클러치를 제어합니다.
양 브레이크 페달을 약간 밟아 트랙터가 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는 작업기의 백업을
용이하도록 합니다. 양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으면,
변속기의 동력은 변함이 없고 트랙터는 멈춥니다. 이
때 클러치 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염두해 두십시오:

• 완전 토오크는 최저 속도에서도 가능합니다. 일정 조
건에서는, 심지어 장해물조차도 트랙터를 멈출 수 없
습니다.
• 브레이크 해제 이후, 트랙터는 핸드 쓰로틀 또는 가속
페달에 의해 명령된 기존 속도까지 자동으로 가속됩
니다.
• 만약 한 개의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조향을 돕기 위
해), 트랙터는 정지하지 않을 것입니다(공회전 상태가
아닌 경우).
• 만약 고객께서 기존의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를 다
시 운행하신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변속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러
한 트랙터는 트랙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차를 선
택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지역에 주차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리막길에서 회전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트랙터가 방향을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요: 속도 제어 레버는 단시간에 속도를 대폭
감소시키도록 명령 할 수 있게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예로,트레일러 파손 방지), AutoPowr
구동 장치는 보다 적당한 비율로 자체 속도를
감속시킵니다. 빠른 감속을 위해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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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AutoPowr- 미끄러운 경사지에서의 작동
주의: 경사지 작업 도중 만약 트랙터를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인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지에 고정되어 있는 트랙터의
바퀴는 미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경사지에서 안전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주행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 과도하고 급속한 감속을 위해 속도 레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평지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작업기를 내린
다음 엔진 시동을 끄고 키를 꺼내십시오.
• 엔진, 배터리, 연료탱크 주변을 청소하십시오.
• 머플러, 라디에이터 등은 냉각되기 전까지 직접 만지
지 마십시오.
• 타이어 교환 및 차륜거리 변경시에는 잭과 고정대를
사용하십시오.
• 보관용 커버는 엔진이 식은 후 덮으십시오.

장기 보관
•
•
•
•
•
•
•
•
•

작업기는 분리 또는 탈거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연료를 가득 채우고 연료 콕크를 닫으십시오.
배터리의(-) 단자를 먼저 분리하고 (+) 단자를
분리하여, 배터리를 탈거하십시오.
클러치 페달을 밟고 페달록을 거십시오.
뒷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고이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십시오.
부품배터리, 오일 등) 또는 트랙터를 폐기할 때는
구입처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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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표시
안전 표시 그림
트랙터의 여러 중요 부위에 잠재적 위험을 알리기 위해
안전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험은 삼각형 모양의
경고 표시로 나타냈으며 바로 아래에 그림 형태로 부상
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표시의 종류, 트랙터 상의 부착 위치 및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설명서
본 취급설명서에는 안전 운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모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탑승자
탑승자는 조수석이 있는 경우에만 탑승이 허용되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록크샤프트 원격 제어
록크샤프트 작동시 3점 히치 상승 범위에서 벗어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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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표시

레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 표면을 직접 바라보면 눈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압력 탱크(예: 트레일러 브레이크 장치, 캡
서스펜션, TLS 프론트 액슬)
경고: 탱크는 고압상태입니다. 공기, 가스 또는
유액이 분출하여 뜻밖의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대리점의 A/S 센터를 통해서만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픽업 히치
드래프트 링크를 올려 트레일러 견인 아이의 히치
후크에 결합한 다음 계속해서 히치를 완전히 들어
올리십시오.
완전히 록크될 때까지 선택 조절 밸브를 사용하여 히치
후크를 완전히 수축하십시오. 조절 레버는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드래프트 링크를 내리십시오.
히치가 완전히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히치는
드래프트 링크가 내려갈 때 내려가지 않으며 선택 조절
밸브가 작동될 때 확장되지 않습니다.
주의: 운전 전에 히치가 완전히 올라가 있는지와
수직 및 수평 위치에서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픽업 히치가 내려가 있는 동안 픽업 히치
입구에 절대로 손을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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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고정 볼트의 규정 토오크 준수
휠 고정 볼트의 조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느슨한 경우에는 규정된 토오크 값으로 다시 조이십
시오. "길들이기 기간" 또는 "정비 / 25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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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 및 계기부
트랙터 조작부

A-클러치 페달
B-비상등 스위치
C-방향 지시 레버/경음기
D-전, 후진 레버
E-회전 속도계, rpm
F-속도계, km/h 또는 mph
G-라이트 스위치
H-앞유리 와이퍼 스위치
J-메인(키) 스위치
K-속도 버튼을 가진 레인지 변속 레버
L-핸드 스로틀
M-가속 페달
N-좌우 브레이크 페달
O-디퍼렌셜 록크 스위치

프리미엄 플러스 캡 (옵션)

15-1

조작부 및 계기부

AutoPowr / IVT 변속기 장착에 따른
변경된 배치 (옵션)
D-전, 후진 레버
P-속도 조절 레버
Q-속도 휠 (최대 속도 설정용)

AutoPowr / IVT 장착 전, 후진 레버

AutoPowr / IVT 장착 속도 조절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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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 및 계기부

PTO 제어부
A- 후방 PTO 스위치
B- 전방 PTO 스위치 (옵션)
C-후방 PTO 속도 버튼

감속 기어 제어부 (옵션)
A-감속 기어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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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 및 계기부

부속 장치 제어부
A-3점 히치 제어 장치
B-선택 조절 밸브용 레버

옵션

옵션

히터 및 에어컨 제어부(ClimaTrak 장치
미장착 트랙터)
A-팬 스위치
B-히터 및 에어컨 조절기
C-기류 조절기
D-에어컨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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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 및 계기부

히터 및 에어컨 제어부(ClimaTrak 장치
장착 트랙터) (옵션)
A-팬 스위치
B-히터 및 에어컨 조절기
C-기류 조절기
D-에어컨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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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 및 계기부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표시등

5. 이 표시등은 메인(키) 스위치를 우측으로 한 칸
돌렸을 때 점등됩니다. 이 표시등이 소등할 때까지
기다린 후 엔진에 시동을 거십시오.

1. 이 적색 “STOP(정지)” 표시등은 심각한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점멸됩니다. 즉시 엔진의 시동을 끄고
원인을 밝혀내십시오(“커맨드센터”의 고장 메시지를
참고하십시오).

6. 이 점멸 경고등은 비상등이 선택되었을 때 점등
됩니다.

2. 이 황색 “CAUTION(주의)” 표시등은 오작동이 발생
했을 때 점멸됩니다(“커맨드센터”의 고장 메시지를
참고하십시오). 이 표시등은 또한 핸드 브레이크가
엔진 구동 상태에서 작동하고 역주행 레버가 중립
이외의 위치에 설정되어 있을 때 점등됩니다.

7. 트랙터 및 트레일러 점멸 표시등은 방향 지시등
이나 비상등을 켰을 때 점멸되기 시작합니다.

3. 이 청색 “INFO” 표시등은 유압 장치 또는 변속기와
관련된 전기 부품에 오작동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점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9. 이 표시등은 후방 PTO가 선택되었음을 표시
합니다.

8. 이 표시등은 후방 PTO가 선택되었을 때 점등
됩니다.

10. 이 표시등은 HMS PLUS가 선택되었을 때 점등
됩니다. (옵션)

4. 이 핸드 브레이크 표시등은 엔진이 구동되는 상태
에서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점등됩니다. 또한
음향 경고 신호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 이 표시등은 전륜구동이 선택되었을 때 점등
됩니다. 전륜구동이 자동 모드에 있을 때, 글자 “A” 도
역시 점등됩니다. (자동 모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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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owrQuad Plus 또는 AutoQuad Plus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그림 1-4는 어떤 기어가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2. 이 표시등은 디퍼렌셜 록크가 결합되었을 때 점등
됩니다.
13. 상향빔 표시등은 헤드라이트를 상향빔 상태로
켰을 때 점등됩니다.

23. 이 표시등은 AutoPowr / IVT 변속기가 감속 모드
에 있을 때 점등됩니다. (옵션)

14. PowrQuad Plus 또는 AutoQuad Plus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이 표시등은 선택한 기어를 나타내는
번호와 함께 점등됩니다.

24. 이 표시등은 전기 다중 기능 레버의 운반 록크가
작동할 때마다 점등됩니다. (옵션)

15. 점등된 숫자부는 “최고 가능 기어”의 설정을 표시
합니다(AutoQuad Plus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25. 이 표시등은 전기 선택 조절 레버의 운반 록크가
작동할 때마다 점등됩니다. (옵션)

16. 이 표시등은 “Eco 모드”가 작동할 때마다 점등
됩니다(AutoQuad Plus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옵션)

26. 이 표시등은 전방 PTO가 결합되었을 때 점등
됩니다. (옵션)

17. 이 표시등은 AutoQuad Plus 또는 AutoPowr / IVT
변속기가 작동할 때마다 점등됩니다. (옵션)

전구 테스트: 엔진을 시동하면 모든 등이 약 1초간
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구에 결함이 있거나
퓨즈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체하십시오.

18. 이 표시등은 전, 후진 레버가 “전진” 위치에 있을
때 점등됩니다.
19. 이 표시등은 전, 후진 레버가 “중립” 위치에 있을
때 점등됩니다.

표시등은 엔진이 구동되는 즉시 소등되어야 합니다.

참고: 주행 속도는 km/h 또는 MPH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커맨드센터에서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맨드센터 설정”의 “지역별”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20. 이 표시등은 전, 후진 레버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점등됩니다.
21. 이 표시등은 전, 후진레버가 “주차” 위치에 있을
때 점등됩니다(AutoPowr / IVT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연료계
연료계에는 연료탱크의 “full(충분)” 에서 “empty(고갈)”
(적색 끝)까지의 연료량이 표시됩니다. 지침이 적색
표시 아래로 내려가면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연료계
지침이 적색 표시에 들어가면 약 35 리터 정도의
연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고: 연료탱크가 완전히 빌 때까지 운전하면 연료
시스템에 공기가 유입되어 공기빼기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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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온도계
냉각수 온도계 지침이 적색 표시 구역(A)에 있으면
엔진이 과열됩니다. 즉시 부하를 줄이고 저단 기어로
변속하십시오. 지침이 적색 구역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엔진을 끄고 과열 원인(냉각수 부족, 라디에이
터 막힘 여부 등)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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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 및 디스플레이
커맨드센터
커맨드센터는 다양한 트랙터의 기능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기능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일정한 산출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평균 연비, 작업 면적, 등).

참고: 본 작동 설명서에서 보여지는 커맨드센터의
화면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트랙터에서 실제로 사용할 언어 및 측정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센터 작동
커맨드센터는 3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선택 휠(A), 메인 메뉴 키(B), 확인 키(C), 중단 키(D)
로
• 12개의 퀵 엑세스 키(E)(한정된 기능에 할당)로
• 5개의 핫 키(F)로, 이 키의 기능은 사용자에의해 설
정됩니다.
선택 휠(A)는 다양한 화면 영역을 스크롤 할 수 있게
합니다. 키(B)는 커맨드센터의 메인 메뉴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키(C)는 입력을 선택하거나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키(D)는 입력을 중단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키(E)의 기능은 관련 내용을 참조하십시오(록샤프트,
동력 차단, 선택 조절 밸브, 등).
A-선택 휠
B-메인 메뉴를 위한 키
C-“확인”을 위한 키
D-“중단”을 위한 키
E-퀵 엑세스 키
F-핫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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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작동
커맨드센터와 일반 버튼 사이의 연결이 차단되면
화면이 반대로 보여집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상단에 있는 5개의 핫 키를 이용하여 커맨드센터를
여전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A-메인 메뉴
B-중단
C-확인
D-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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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이 화면의 목록은 트랙터의 장착 장비에 따라
가변합니다.
A-“메인” 화면. 다음 페이지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B-“핫키” 화면. 다음 페이지의 “핫 키”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C-“디스플레이” 화면. 다음 페이지의 “커맨드센터 설정”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D-“정보” 화면. 제135장 “진단 고장 코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E-“옵션” 화면. 제20장 “라이트” 및 제5장 “운전실 캡”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옵션)
F-“성능 모니터” 화면. 다음 페이지의 “성능 모니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G-“표시등” 화면. 제20장 “라이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H-“TLS Plus” 화면. 제25장 “트랙터 작동”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옵션)
J-“엔진” 화면. 제40장 “엔진 작동”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K-“변속기” 화면. 제45장 “트랙터 작동”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L-“PTO” 화면. 제55장 “동력 차단”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M-“리프트 한계” 화면. 제50장 “록샤프트 및 3점 히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N-“하강율” 화면. 제50장 장 “록샤프트 및 3점 히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O-“부하/깊이 조절” 화면. 제50장 “록샤프트 및 3점
히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P- “SCV” 화면. 제70장 “추가 장비”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옵션)
Q-“HMS” 화면. 제50장 “록샤프트 및 3점 히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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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이 화면에서는 6개의 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택
목록의 심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트랙터의 장착
장비에 따라 선택합니다. 다음의 심볼이 선택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방 PTO 속도 (옵션)
후방 PTO 속도
냉각수 온도
엔진 시간
엔진 속도 (rpm)
대기 온도
리프트 한계
설정 속도 (AutoPowr / IVT)
선택 속도 (AutoPowr / IVT)
엔진 출력
변속기/유압 오일 온도
시간(시계)
전압 (전기 장치)
연료 보전률(%)
연료 소비량/시간
도달 면적/시간 (옵션)
도달 거리 (옵션)
작업 면적 (옵션)
후방 휠 슬립 (옵션)
정비 주기
접지 속도
접지 속도 (레이더) (옵션)
엔진 오일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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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키
메인 메뉴 키(A)를 누르고 화면상의 핫 키(B)를
선택하십시오.
다음의 화면에서, 5개 핫 키의 각 선택 목록으로부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의 장착 장비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다음의 기능이 선택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
•

메인 화면
경광등 (옵션)
후진 경음기 (옵션)
PTO 원격(외부) 조정 (옵션)
시계
TLS Plus 화면 (옵션)
트랙터 전방 기능용 선택 조절 밸브 (옵션)
작업등 A/B
자동 TLS Plus (옵션)
수동 TLS Plus (옵션)
작업등
PTO (중립)
PTO (540)
PTO (540E)
PTO (1000)
화면 밝기 조정
언어 선택
A- 메인 메뉴 키
B- 핫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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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센터 설정
메인 메뉴 키(A)를 누르고 화면상의 “디스플레이”(B)를
선택하십시오.
다음의 화면에서 밝기 및 선명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 조절 (C)는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상당히 낮춥니다(야간 시간 작동을 위해). 밝기를 정상
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심볼
(D)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 메인 메뉴 키
B- 디스플레이
C- 화면 밝기 조절
D- 다음 화면

이 화면에서 선택 목록을 이용하여 국가, 언어, 숫자
형식 및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볼(A)는 그래픽 테스트, 장비 정보 및 저작권의 세부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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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수 단위를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능 모니터-전체 (옵션)
이 화면은 작업 면적 및 도달 거리를 보여줍니다. (A)는
저장값을 ‘0’값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사용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변경할 지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
(B)는 시작과 종료를 수동 기록을 가능하게 합니다(이
기록 형식이 “성능 모니터-설정”에서 선택되어 있는
경우).
(C)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0’ 값으로 설정
B-수동 기록
C-다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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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모니터-설정 (옵션)
선택 목록(A)로 면적 계산상 필요한 작업기/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 심볼은 수동 기록을 의미
합니다.
작업기 폭은 (B)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비 주기는 (C)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비 후
“재설정 이후” 시간계는 (D)에서 ‘0’으로 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E)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작업기/장치 선택
B-작업기 폭
C-정비 주기
D-‘0’값으로 설정
E-다음 화면

성능 모니터-보정 (옵션)
(A)와 (B)는 아래에 보여지는 페이지로 이끕니다.
A-‘0’값으로 설정 슬립
B-레이더 보정

성능 모니터-‘0’ 후방 휠 슬립 (옵션)
이 설정은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 타이어를 교환한
수 요구됩니다.
트랙터를 약 8km/h(5 mph)으로 구동시키고 (A)를
누르십시오.
설정이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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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모니터-레이더 보정 (옵션)
122미터(400피트) 직선 코스로 만들고 출발선과
종착선을 그려둡니다. 약 3.2 km/h(2 mph)의 속도로
무부하 상태의 트랙터를 운전합니다. 코스를 출발할 때
(A)를 누르십시오.
A-출발 보정

코스를 종착할 때 (B)를 누르십시오.
B-종착 보정

설정이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GreenStar 디스플레이 사용 (옵션)
디스플레이 사용은 별책 취급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5-17

조명
라이트
참고: 전방 코너 작업등(C)에 H9 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헤드라이트
B-방향 지시등 및 차폭등
C-전방 코너 작업등1
D-캡 프레임 작업등1
E 전방 상부 작업등 1
F- 미등, 브레이크등 및 방향 지시등
G- 후방 상부 작업등
H- 트레일러 조명용 소켓 1

1

1

장착된 경우

제논 작업등 (옵션)
반드시 판매업체가 지정하는 정비소나 전문
정비소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트랙터에 고성능 제논 작업등이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고압 전류가 흐르므로 감전 위험에
주의하십시오. 제논 작업등의 전구를 교환하거나
안정기를 수리해야 할 경우

H4 농업용 헤드라이트 (옵션)
H4 농업용 헤드라이트는 캡 프레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A) 스위치를 통해 일반
헤드라이트와 추가 라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예: 전면 추가 장치를 설치한 경우).

20-1

조명

라이트 스위치
라이트 스위치(A)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
•
•
•
•

1 = 이그레스 라이트 “On”
2 = "Off" 상태의 라이트 스위치
3 = 주차등 "On"
4 = 헤드라이트 "On"
5 = 헤드라이트와 작업등 "On"

참고: 만약 커맨드센터에서 이그레스 라이트를
실행시키면 헤드라이트 및 기타 작업등이
실행되고, 라이트 스위치를 1 위치로 잠시
돌리면 30초간 점등될 것입니다. 본 장의
“작업등”을 참조하십시오.

스위치 (B)를 사용하여 헤드라이트를 "상향빔" 또는
"하향빔"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면 = 상향빔
• 스위치를 중앙에 두면 = 하향빔
•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 헤드라이트 점멸등 (“점멸-패
스”)
표시등(C)은 헤드라이트 스위치가 "상향빔"일 때
점등됩니다.
A- 라이트 스위치
B- 상향/하향빔 헤드라이트 스위치
C- 상향빔 지시등

비상등 스위치 작동
일반 도로를 주행 도중에 트랙터에 이상이 발견되면
비상등 스위치(A)를 켜십시오.

20-2

조명

방향 지시등 및 경음기 스위치
A- 방향 지시등 및 경음기 스위치
1-좌회전 신호
2-우회전 신호
3-경음기 (스티어링 컬럼 방향으로 미십시오)

자가 취소 방향 지시기(장착된 경우):
막대 스위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면 즉시 가운데로 복귀하는
기능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 지시가 시간과 트랙터 속도에
따라 계속 점멸되다가 저절로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지기 전에 방향 지시기를 취소하려면
원하는 회전 방향으로 막대 스위치를 다시 한 번
미십시오. 그러면 이 스위치가 가운데로 복귀합니다.

20-3

조명

작업등
메인 메뉴 키(A)를 누르고 “라이트” 화면(B)를 선택
하십시오.
다음 화면의 내용은 트랙터의 장비 상태에 따라 달라
집니다.
2개의 작업등을 조합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옵션 A 및 옵션 B). 시계 심볼로 표시된 옵션은
이그레스 라이트가 실행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라이트 스위치가 5 위치로 설정되면 선택된 작업등이
켜집니다.
A-메인 메뉴 키
B-“라이트” 화면

20-4

조명

표지등 (옵션 장비)
표지등은 지역 법규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십
시오 (예: 아주 천천히 서행할 때 및 트랙터의 폭이
너무 넓을 때).
메인 메뉴 키(A)를 누르고 “옵션” 화면(B)를
선택하십시오.
A-메인 메뉴 키
B-“옵션” 화면

20-5

조명

트레일러 소켓(단자 7개)
이 소켓은 트레일러나 작업기의 라이트, 방향 지시등
및 기타 전기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랙터
후미의 방향 지시등이나 기타 라이트가 가려질 경우
장착된 작업기의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이 소켓에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는 판매회사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 단자는 접지용입니다.
연결

기능

배선 색상

1

왼쪽 방향 지시

진녹색

2

-

-

3

접지

검정

4

오른쪽 방향 지시

자주색

5

오른쪽 후미등

회색

6

브레이크등

하늘색

7

왼쪽 후미등

회색

20-6

운전석 캡
ROPS(전복 사고 보호 구조물)
주의: ROPS는 운전석 캡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품을 용접하거나,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절단 또는 연삭 등을
하여 구조물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구조물 변경은 ROPS의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랙터가 전복되면 ROPS가 심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일부가 구부러지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ROPS를 교체하십시오.

시트 벨트
주의: 트랙터 운행시 시트 벨트(장착된 경우)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25-1

운전석 캡

살충제 접촉 주의
주의: 캡이 밀폐되어 있긴 하지만 유해 살충제가
흡입되는 것마저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1. 유해 살충제를 살포하는 곳에서 운행할 때는
긴소매, 긴바지, 신발, 양말을 신으십시오.
2. 살충제 취급 지침서에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경우, 캡 내부에 있더라도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3. 밀폐된 캡을 벗어나 아래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살충제 취급 지침서에 나온 대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 살포 지역에 들어갈 때
•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필요시 교환해야 하는
노즐 같이 오염된 장비를 사용할 때
• 살충제를 혼합하거나 살포를 위해 넣는 작업을
할 때
4. 캡에 다시 들어갈 때는 보호 장구를 벗어 캡 외부의
밀폐된 상자나 밀폐 용기 또는 캡 내부의 살충제
방지 용기(예: 플라스틱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5. 캡에 들어가기 전에 흙이나 기타 오염된 입자를
신발에서 털어내고 들어가십시오.

25-2

운전석 캡

유해 살충제에 오염된 트랙터 청소
주의: 유해 살충제를 살포하는 동안 살충제
잔류물이 트랙터 내외부에 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살충제의 취급 지침에 따라 트랙터를
청소하십시오.
트랙터가 유해 살충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먼지나 오염물이 쌓이지 않도록 트랙터 내외부를
매일 청소하여야 합니다.
1. 캡 바닥을 털거나 진공 청소하십시오.
2. 캡의 헤드라이너와 내부 커버를 청소하십시오.
3. 트랙터의 외부 전체를 씻어내십시오.
4. 세차한 물에는 활성 또는 비활성 유해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25-3

운전석 캡

고급 안락 시트
시트를 위로 조절하려면 결합음이 들릴 때까지 올리
십시오(최대 3단). 아래로 조절하려면 최대 높이로
시트를 올린 후 낮추십시오.
중요: 시트를 회전하기 전에 항상 엔진을 끄십시오.
엔진을 끄지 않으면 실수로 제어장치를 건드려
트랙터나 작업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트에 스위블(옵션 장치)이 장착된 경우 아래와 같이
레버(G)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위로 당기면 시트가 오른쪽 및 왼쪽으로 20도
회전합니다. 시트는 10도 간격으로 잠깁니다.
추가 옵션으로 시트에 "에어 안락 시트"에 설명된 것과
같은 종류의 스위블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팔걸이를 30도 낮추려면 팔걸이 경사 조절기(E)를
암레스트쪽으로 누르십시오.
A-운전자 체중에 맞게 시트를 조절하기 위한 크랭크
B-시트 경사 조절용 레버1
C-쿠션 위치 조절용 레버1
D-수평 조절 E-팔걸이 경사 조절
F-등받이 경사 조절
G-스위블 운동 레버1
H-전후 스프링용 레버1
J-요추 지지대 조절
1

장착된 경우

25-4

운전석 캡

에어 안락 시트 (옵션)
1. 중량 조절
엔진을 시동한 후 시트가 중앙으로 오도록 레버(E)를
짧게 해제하십시오.
2. 높이 조절
높이를 조절하려면 레버(E)를 위로 당기거나 아래로
미십시오.
3. 전후 스프링 조절
• 레버(D)를 앞으로 하면 전후 서스펜션 없음
• 레버(D)를 뒤로 하면 전후 서스펜션 작동
4. 수평 스프링 조절
• 레버(G)를 앞으로 하면 수평 서스펜션 작동
• 레버(G)를 뒤로 하면 수평 서스펜션 없음
중요: 시트를 회전하기 전에 항상 엔진을 끄십시오.
엔진을 끄지 않으면 실수로 제어장치를 건드려
트랙터나 작업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A-쿠션 위치 조절용 레버1
B-시트 경사 조절용 레버1
C-전후 조절
D-전후 서스펜션용 레버 E-높이 조절
F-스위블 운동 레버
G-수평 서스펜션용 레버
H-등받이 경사 조절
J-팔걸이 높이 조절
K-팔걸이 경사 조절
L-요추 지지대 조절
M-시트 히터 스위치1

시트 스위블은 아래와 같이 레버(F)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위로 당기면 시트가 오른쪽 및 왼쪽으로 15도
회전합니다. 시트는 7.5도 간격으로 잠깁니다.
팔걸이를 30도 낮추려면 팔걸이 경사 조절기(K)를
암레스트쪽으로 누르십시오. 노브(J)를 사용하여 팔걸이
높이를 5단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플러스 캡 및 팔걸이 조절 콘솔이 장착된
경우:
트랙터 구동시 시트를 7.5도 로크 이상으로
회전시켜서는 안됩니다. 조절 콘솔이 조향 휠과
부딪히지 않게 하십시오.

1

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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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캡

보조 시트
록크(A)를 누르십시오.

보조 시트를 앞으로 펴십시오.

시트를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리십시오.

시트를 뒤로 미십시오. 핀(B)을 적당한 구멍에
체결하십시오.

25-6

운전석 캡

윈도우 열기
환기가 필요할 경우 앞유리1, 측면 및 후방 윈도우를 열
수 있습니다.

1

앞유리 개방 장치는 옵션 사항입니다.

25-7

운전석 캡

앞유리 와이퍼 및 와셔 시스템
앞유리 와이퍼 회전 스위치(A)의 작동 모드는 네
가지입니다.
•
•
•
•

0 = off
--- = 간헐 작동 와이퍼
1 = 저속 작동 와이퍼
2 = 고속 작동 와이퍼

앞유리 와셔 시스템은 스위치(B)를 이용하여 작동
시킵니다.
뒤쪽 윈도우 와이퍼 스위치(C)의 작동 모드는 세가지
입니다.
•
•
•

0 = off (레버를 앞으로 미십시오)
1 = 간헐 작동 와이퍼 (레버를 중앙에 두십시오)
2 = 지속 작동 와이퍼 (레버를 뒤로 미십시오)

뒤쪽 윈도우 와셔 시스템은 스위치를 운전대 쪽으로
밀면 작동합니다.
온도가 빙점 아래로 떨어지면 탱크(D)에 적합한 부동액
을 첨가하십시오.

A-앞유리 와이퍼 회전 스위치
B-앞유리 와셔 스위치
C-뒤쪽 윈도우 와이퍼 레버
D-와셔 리저버

앞유리와 뒷유리 와셔 시스템은 모두 자동 와이퍼/세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와셔가 0.5초 이상 작동
하면, 와이퍼는 와셔 펌프와 함께 작동하고 펌프의
스위치가 꺼진 후 8초간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5초간
멈춘 후 와이퍼는 다시 한번 작동합니다.

25-8

운전석 캡

블로워 및 송풍구(ClimaTrak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트랙터)
블로워 스위치(A)로 송풍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기 흐름 방향은 스위치(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유리 결빙 및 김서림 제거
히터를 최대 출력으로 설정하십시오. 스위치(B)를 심볼
(D)로 설정하고 블로워 스위치(A)를 최대로 돌리십시오.
공기 흐름이 운전자를 향하게 하려면 스위치(B)를
심볼(E)로 설정하고 스위치(A)로 블로워를 켜십시오.
공기 흐름의 방향과 세기는 송풍구(C)를 통해서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흐름을 캡 전체에 고르게 향하게 하려면 스위치
(B)를 심볼(F)로 설정하고 스위치(A)로 블로워를
켜십시오.
공기 흐름이 바닥을 향하게 하려면 스위치(B)를 심볼
(G)로 설정하고 스위치(A)로 블로워를 켜십시오.
A- 블로워 스위치
B- 공기 흐름 방향 선택 스위치
C- 송풍구
D- 앞유리쪽으로 공기가 나옵니다
E- 운전자쪽으로 공기가 나옵니다
F- 윈도우, 운전자, 바닥쪽으로 공기가 나옵니다
G- 바닥쪽으로 공기가 나옵니다

히터(ClimaTrak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트랙터)
히터 스위치로 난방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난방
온도를 높이려면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블로워 세기와 송풍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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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ClimaTrak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트랙터)
스위치(A)로 에어컨을 켜고 조절기(B)로 냉방 세기를
조절하십시오.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냉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블로워 세기와 송풍 방향을 선택
하십시오.
중요: 에어컨의 성능을 오래 유지하려면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엔진을 공회전시키고) 매달 2~3분
정도 에어컨을 작동시키십시오. 조절기(B)는
최대 냉방 위치에 놓으십시오.

A-에어컨 스위치
B-냉방 효과 조절기
C-특수 작동용 스위치

대기 온도가 4°C (화씨 39°F) 이하인 경우 먼저
난방 시스템을 작동시켜 가능한 캡 내부 온도를
높게 해야 합니다.

참고: 스위치(C)를 작동시키면 에어컨을 주위 온도에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절기 때,
에어컨을 한달에 한번 작동시켜야 할 때,
시스템을 히터와 함께 작동시켜야 할 때 캡
내부의 습기를 없애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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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법
- 2분 정도 블로워를 계속 작동시켜 증발기 코어를
건조시킵니다.

윈도우의 김서림 방지

참고: 먼저 응축수 배수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
하십시오.

2.) 에어컨을 전날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인 경우:

1.) 낮 시간:

• 시동할 때:
- 공기가 "바닥"쪽으로 나오게 하고 "윈도우"쪽으로
는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 블로워를 가동합니다.
- 온도 조절기를 적색 구간으로 최대한 돌려 최대
난방이 되도록 합니다.
- 아직 트랙터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면 캡 도어나
캡 윈도우를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느 정도 가열되어 건조한 공기가 송풍구에서 나오
게 될 경우:
- 공기가 "윈도우"쪽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에 김이 서리지 않게 됩니다.
• 윈도우에서 김이 사라지면:
- 공기 흐름과 온도를 적당하게 맞춥니다.
• 주변 습도가 높거나 캡 내부가 습할 경우:
- 온도 조절기는 "난방" 상태로 둔 채로 특수 작동용
제습 스위치(선인장 심볼)로 에어컨을 켭니다.

• 앞유리에 냉기를 보내지 마십시오! (에어컨을 "최대
냉방"으로 켠 상태에서는 “윈도우 모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에어컨을 "최대 냉방"으로 하면 너무 추울 경우:
- 블로워는 작동되도록 둡니다.
- 온도 조절기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 에어컨은 켠 상태로 둡니다.
• 여전히 너무 춥다고 느껴질 경우:
- 블로워는 작동되도록 둡니다.
- 온도 조절기를 적색 구간으로 돌려 따뜻하게 합니
다.
- 에어컨은 켠 상태로 둡니다.
- 윈도우에 김이 서리면 온도 조절기를 "냉방" 위치
로 천천히 돌려 김을 없애십시오.
• 트랙터를 정지시키기 전에:
- 블로워는 작동되도록 둡니다.
- 에어컨은 끕니다.
- 온도 조절기를 "난방" 상태로 돌리거나 이미 "난방
" 상태이면 그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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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rak 장치 사용 (자동 온도 조절) (옵션)

A- 블로워 세기 조절기
B- 온도 선택 노브

C- 공기 흐름 조절기
D- LCD 온도 디스플레이

E- AUTO 블로워 조절
모드
F- 절전 모드 ON/OFF
스위치

G-AUTO 공기 흐름
모드

장치 제어부 및 디스플레이
ClimaTrak (ATC) 콘솔에는 세 개의 제어기와 LCD
윈도우가 있습니다.
1. AUTO 스위치(E)를 가진 블로워 세기 조절기(A)
2. 절전 모드 스위치(F)를 가진 온도 조절기(B)
3. AUTO 스위치(G)를 가진 네가지 모드 공기 흐름 조
절기(C)
• 김서림 방지/앞유리
• 김서림 방지/대시보드/바닥
• 대시보드
• 바닥
원하는 온도가 LCD 디스플레이(D)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희망 온도와 대기 온도를 교대로 디스플레이 시키려면
ATC033 어드레스의 설정을 변경시키십시오. 자세한 내
용은 “진단 고장 코드”의 “직접 조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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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블로워 모드일 때, 블로워 심볼와 AUTO 글자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에어컨 클러치가 결합할 때(절약
모드가 아닐 때), 눈송이 심볼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공기 흐름의 방향은 다리 또는 머리를 향한 화살표로
디스플레이 되고 김서림 방지 심볼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이 자동 공기 흐름 모드일 때, AUTO 글자가
사람 그림 아래에 나타납니다.
AUTO 공기 흐름 모드에서 김서림 방지, 바닥 및
바닥/대시보드를 선택하십시오.
• 대시보드 – 공기가 대시보드의 송풍구쪽으로 나옵
니다.
• 바닥 – 김서림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기가 바닥쪽으로 나옵니다.
• 김서림 방지 – 공기가 앞유리쪽으로 나옵니다.
• 김서림 방지/대시보드/바닥 – 공기 흐름의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캡

참고: ClimaTrak의 최상 성능을 위해 캡의 순환 공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정비-필요시마다”를 참고하십시오)

김서림 방지 센서 (옵션)
중요: 김서림 방지 센서(A)에 많은 양의 수분이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ClimaTrak 디스플레이(ATC) 변경 (옵션)
화면(피트법/미터법)에서 설정하십시오. “제어부 및
계기부”의 “커맨드센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온도 디스플레이를 섭씨(℃)에서 화씨(℉) 또는 화씨(℉)
에서 섭씨(℃)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플레이되는 온도의 측정 단위는 “측정 단위”

냉장 보관 박스 (옵션)
트랙터에는 냉장 보관 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냉각기가 이 냉장 보관 박스에 통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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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
실내등(A)은 스위치(B)가 1 위치에 있으면 항상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스위치가 2 위치에 있으면 도어가
열릴 때 켜집니다. 0 위치에 놓으면 꺼집니다.
조명등(C)은 주차등이나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변속 조절 레버를 비춥니다.

백미러 및 뒷유리 히터 조절 스위치
(장착된 경우) (옵션)
화살표 표시가 있는 노브 (A) 및/또는 (B)를 조정해야
하는 미러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노브 (A)를 위/아래
또는 좌/우로 눌러서 미러 표면을 조절하십시오. 노브
(B)를 좌/우로 눌러서 미러 암을 늘이거나 줄이십시오.
스위치 (C)는 미러 히터를 켜거나 끌 때 사용합니다.
스위치 (D)는 뒷유리 히터를 켜거나 끌 때 사용합니다.
A- 미러 조절기
B- 미러 암 조절기
C- 미러 히터 스위치
D- 뒷유리 히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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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경음기 (옵션 장비)
만약 트랙터에 후진 경음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이것은
커맨드센터에서 작동시킵니다. 경보 신호는 역주행
레버가 역주행 위치에 설정되어 있을 때 작동합니다.
메인 메뉴 키 (A)를 누르고 “옵션” 화면 (B)를
선택하십시오.
A- 메인 메뉴 키
B- 옵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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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 조절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려면 레버 (A)를 위로 당긴 다음
스티어링 휠을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고 레버를 놓으십
시오.
레버를 당겨야만 스티어링 휠을 최고 높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높이를 조절하려면 링(B)을 풀고 높이를
조절한 후 다시 링을 조이십시오.
A- 스티어링 휠 각도 조절 레버
B- 스티얼이 휠 높이 조절 레버

발판 높이 조절
필요한 경우 발판(A)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B)를 풀고 원하는 높이로 발판을 조절한 다음
스크류(B)를 다시 조이십시오.

참고: 뒤쪽 타이어의 표시 반경이 820 mm(32.3 in.)를
초과하는 경우 발판을 하단 위치(B)까지 내리십
시오.
A-발판
B-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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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설치 (옵션)
성능 모니터와 제어장치 장착
캡 내부에는 모니터와 제어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
•
•

우측 전면 기둥
중앙 기둥
후면 기둥

참고: 장착 지점에 있는 구멍 사이의 간격은
120 mm(4.72 in.)이고 나사산 규격은 M10입니다.
해당 트림을 떼어내고 뒤집어 높으십시오. 구멍을 만들
위치는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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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소켓 (장착한 경우)
신호 소켓 및 3 단자 전원 연결 소켓
7 단자 신호 소켓(A)은 15암페어 퓨즈를 사용합니다.
단자

배선 색상

설명

1

적색

레이더 센서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

2

갈색

휠 속도

3

오렌지색

후방 PTO 속도

4

-

-

5

-

-

6

청색

전원공급장치

7

검정

접지

3 단자 전원 연결 소켓(B)의 단자 15/80 및 82는
30암페어 퓨즈를 사용합니다. 단자 31은 접지용입니다.
3 단자 전원 연결 소켓(B)와 신호 소켓(A)는 전기 장치
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메인 스위치의 키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3 단자 전원 연결
소켓(B)와 신호 소켓(A)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A- 신호 소켓
B- 전원 연결 소켓(3-단자)

참고: 점화가 꺼진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전원 공급을
요하는 장비의 경우, 판매회사에서 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경로
캡 뒤쪽 윈도우에는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열고 고무
마개를 빼내십시오. 케이블을 넣을 수 있도록 절개선
근처의 고무 마개를 잘라내십시오. 플러그를 연결하고
고무 마개를 끼운 다음 윈도우를 닫으십시오.

25-18

운전석 캡

전원 연결 소켓용 스트립 (장착한 경우)
스위치 콘솔 전면에 추가로 소켓을 연결할 수 있는
스트립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소켓에는 30암페어
퓨즈가 한 개 사용됩니다.
메인(키) 스위치의 키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원 연결 소켓 스트립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참고: 점화가 꺼진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전원 공급을
요하는 장비의 경우, 판매회사에서 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ADVISORTM 소켓
이 소켓은 서비스와 진단 목적의 경우에만 적합합니다.
기타 다른 장비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어드바이서는 Deere & Company의 등록상표
입니다.

ISOBUS 소켓 (옵션)
ISO 표준 11783에 준하는 작업기는 이 소켓 (A)에
연결 가능할 것입니다. 작업기 제조업체가 배포하는
취급 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의 모든 안전
사항을 지켜서 작업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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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캡

루프 해치 (장착한 경우)
루프 해치는 핸들(A)를 사용하여 열고 닫을 수 있습니
다.
만약 루프 해치가 유리 패널로 되어 있다면, 커버 (B)를
이용하여 직사 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십시오.
루프 해치를 좁은 각도 또는 넓은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을 위해 고정 클립 (C)를 탈거하고
자체 리테이너로부터 가스 스프링을 당기고 리테이너를
탈거하십시오. (D) 또는 (E) 중에서 원하는 위치에
리테이너를 장착하고, 가스 스프링을 재장착한 후 클립
으로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A- 핸들
B- 커버
C- 고정 클립
D- 좁은 각도
E- 넓은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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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이기 기간
최초 운전 4~8시간 후
후륜 볼트 및 너트 조이기
A-500 N•m(370 lb-ft)
B-250 N•m(185 lb-ft)

전륜 볼트 및 너트 조이기
A-300 N•m(220 lb-ft)
B-250 N•m(185 lb-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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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이기 기간

최초 운전 100시간 이내
휠 고정 볼트
휠 고정 볼트의 토오크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엔진

최초 100시간 후에는 John Deere PLUS-50TM 또는 이
지침서에 기재된 오일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

공장에서 엔진을 John Deere의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
로 가득 채운 후 출고합니다. 길들이기 기간동안
John Deere의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을 규정치로
넣으십시오.
최초 운전 100시간 후에 오일 및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John Deere의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운전 100시간 동안 다음 중
하나에 맞는 디젤 엔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
•
•
•
•

최초 100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John
Deere PLUS-50 오일이나 아래의 규격에 맞는
엔진 오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API CI-4 PLUS

API CF

API CI-4

ACEA E7

API CH-4

ACEA E6

API CG-4

ACEA E5

API CF-4

ACEA E4

API CF-2

ACEA E3

위의 오일은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로 부적합
합니다.

API 규격 CE
API 규격 CD
API 규격 CC
ACEA 오일번호 E2
ACEA 오일번호 E1

30-2

길들이기 기간

최초 100시간 운전 후
엔진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비 /
50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엔진 오일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비 / 50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픽업 히치의 고정 볼트를 조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비 / 25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공기 흡입 호스에서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비 / 50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변속기/유압 오일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비 / 75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전륜 구동 액슬(액슬 하우징 및 종감속 드라이브)의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비 /
150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전방 PTO 구동 샤프트를 윤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비 / 25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캡 장착 토오크 점검
모든 캡 장착 스크류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규정 토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전면 장착 스크류: 220 N•m (160lb)
후면 장착 스크류: 200 N•m (140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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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전 점검 사항
시동 전 점검 사항
엔진 오일 레벨이 게이지(A)의 "XXX" 표시에 있어야
합니다. 오일 레벨이 게이지의 "ADD"(보충) 표시 이하
로 측정되면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오랜 보관 기간 후
후드 아래부분에 먼지 또는 기타 이물질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있다면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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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전 점검 사항
연료 필터
만약 필터에 물과 침전물이 잔류해 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빼내십시오.
1. 블리드 스크류 (A)를 푸십시오.
2. 드레인 플러그 (B)를 3/4 회전시켜 푸십시오. 물과
침전물을 배출시킨 후 바로 플러그를 다시 조이십시
오.
3. 드레인 플러그 (C)를 3/4 회전시켜 푸십시오. 물과
침전물을 배출시킨 후 바로 플러그를 다시 조이십시
오.
4. 블리드 스크류 (A)를 조이십시오.
5. 메인 스위치 키를 오른쪽으로 한 칸 돌려 연료 운송
펌프를 작동시키십시오. 펌프를 약 40초간 작동시켜
두십시오.
만약 물이 연료 필터에 잔류해 있다면, 1/2 인치 사각
단면 키를 이용하여 연료 탱크 아래의 드레인 플러그
(D)를 한 바퀴돌려 푸십시오. 물과 침전물을 배출시킨
후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단단히 조이십시오.

A- 블리드
B- 드레인
C- 드레인
D- 드레인

기타 점검

스크류
플러그
플러그
플러그 (연료 탱크)

트랙터가 외부 유압 장치에 대한 동력 공급용으로 사용
되는 경우라면 매일 변속기/유압 오일량을 점검하십시
오.
점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 / 25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트랙터를 물기가 많은 곳이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부위에 추가로 윤활하십시오.
•
•
•
•

프론트 액슬과 FWD 드라이브 샤프트
후륜 액슬
3점 히치
픽업 히치(장착된 경우)

윤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 /
250시간마다" 및 "정비 / 50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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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동
보조 배터리로 엔진 시동
또한 엔진이 구동되는 동안에만 라이트 등 추가
전력 소모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발전기와
레귤레이터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연결되지 않은
스타터 케이블의 배터리쪽 연결부를 올바르게
절연시키십시오.

중요: 엔진을 배터리(시동을 위해 보조 배터리 사용)
없이 단시간 구동할 경우에는 엔진 속도를
1000 rpm 이상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40-1

엔진 운전

엔진 시동
주의: 밀폐된 건물 내에서는 질식 위험이 있으
므로 엔진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충분히 환기
시키십시오.
1. 선택 조절 밸브 레버(A)는 중립에 두십시오.
2. 핸드 스로틀 레버(B)는 중간 속도(레버의 1/3) 지점
으로 이동하십시오.
3. 전, 후진 레버(C)를 중립에 두십시오(AutoPowr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에는 N 또는 P에
두십시오).
4. 전자 제어 연료 분사 펌프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에는 메인 스위치(D)의 키를 오른쪽으로 한 칸
돌리십시오. 라이트(E)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5. 메인 스위치(D)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십시
오. 엔진이 시동되는 즉시 키를 놓으십시오.
한 번에 30초 이상 시동 모터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메인 스위치의 키를 "0"으로 돌리십시오. 최소 1분
정도 기다린 후에 다시 시동을 거십시오.
핸드 스로틀 레버를 조절하지 마십시오. 몇 분 정도
엔진을 구동하십시오. 온도가 0°C(32°F) 이하일 경우
에는 그에 맞도록 예열 시간을 늘리십시오.

참고: 전자 제어 분사 펌프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에는 냉각수 온도가 20°C(화씨 68°F) 이상
올라갈 때까지 엔진이 높은 공회전 속도
(1050 rpm)로 구동됩니다.
A-선택 조절 밸브 레버
B-핸드 스로틀
C-전, 후진 레버
D-메인(키) 스위치
E-예열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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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운전

동절기 시동 보조 장치
트랙터에 따라, 0°C(화씨 32°F) 이하의 온도에서 엔진
시동을 보조하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 히터 (옵션)
냉각수 히터(A)의 플러그를 220 V 전원에 연결
하십시오.
외기 온도가 -15°C(화씨 5°F) 이하일 경우에는 약
2시간 정도 가열하고 외기 온도가 더 낮으면 가열
시간도 늘리십시오.

보조 배터리로 시동
주의: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폭발성이
높으므로 배터리 주위에 스파크나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연결 전에 배터리
극성을 확인하십시오: 접지 케이블은 배터리의
음극에, 시동 모터 케이블은 양극에 연결해야
합니다.
극성이 바뀌면 전기 계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항상 양극 케이블을 먼저 연결한 다음 음극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트랙터에는 추가로 12V 배터리를 회로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커버(A)를 위로 들어
올리고 먼저 양극(B)을 연결한 다음 음극(C)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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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예열기
연료 예열기(A)는 외기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집니다.

엔진 예열 기간
냉각수 온도가 20°C(68°F) 이상 올라갈 때까지 엔진이
높은 공회전 속도(1050 rpm)로 구동됩니다.
엔진이 적정 운행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부하 상태
로 트랙터를 운행하지 마십시오.

터보 차저 장착 엔진
중요: 구동 중에 엔진이 정지하면 즉시 재시동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터보 차저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터보
하고
엔진
부하

차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손상은 엔진을 시동
끌 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합니다.
시동 후 및 엔진을 끄기 전 적어도 30초 정도는
없이 엔진을 공회전시키십시오.

40-4

엔진 운전

특수 기능을 위한 엔진 출력 증가
메일 메뉴 키 (A)를 누루고 “엔진” 화면 (B)를 선택
하십시오.
만약 커맨드센터에서 출력 부스트를 실행시키면, 다음
의 기능이 지원됩니다:
a) 운송 작업
접지 속도가 15km/h (9.3mph)를 초과하면 엔진 출력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b) PTO 작동
PTO 구동 작업기를 사용할 때, 접지 속도가 2km/h
(1.2mph)를 초과하면 엔진 출력은 자동으로 증가
합니다.

A- 메인 메뉴 키
B-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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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보호
엔진을 보호하고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아래의 엔진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연료 계통과 엔진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적색 STOP
(정지) 표시등, 황색 CAUTION(주의) 표시등 또는 청색
INFO(정보) 표시등이 켜집니다. 또한 커맨드센터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고장
연료
연료
엔진
엔진

온도가 너무
온도가 너무
오일 압력이
오일 압력이

높을
높을
너무
너무

때
때
낮을 때
낮을 때

연료 필터가 막혔을 때
냉각수가 너무 뜨거울 때
냉각수가 너무 뜨거울 때
기타 고장

표시등

영향

주의
정지
주의
정지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출력이
출력이
출력이
출력이

25%로 감소
25% 미만으로 감소
80%로 감소
40%로 감소

정지
정보
정지
주의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속도가
출력이
출력이
출력이

1200 rpm으로 감소
80%로 감소
60%로 감소
50%로 감소

트랙터 견인
중요: 절대로 트랙터를 견인하여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사용할 수 없게 된 트랙터는 평상형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반" 단원의 지침
을 참조하십시오.

트랙터 주차(AutoPowr가 장착되지 않은
트랙터)
중요: 트랙터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주차 록크를 결합
하십시오.
정지된 트랙터를 주차하거나 조작할 때는 주차 록크를
결합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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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운전

트랙터 주차(AutoPowr가 장착된 트랙터)
중요: 트랙터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주차 록크를 결합
하십시오.
정지된 트랙터를 주차하거나 조작할 때는 주차 록크를
결합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참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 주차 록크를 결합하는데
20초가 소요될 것입니다.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주차 록크를 결합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도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주차 록크가 해제된 채로 운전자가 시트를 이탈
하면 음향 경음기가 울립니다.

엔진 정지
주의: 트랙터가 움직이는 동안 (정지하려고 속도
를 낮추는 동안에도) 엔진을 차단시키지 마십시
오. 엔진 차단시 변속기 뿐만 아니라 전자 장치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트랙터에서 내리기 전에 작업기를 지면에
내리고 메인 스위치의 키를 빼십시오.
트랙터를 정지시킨 다음 주차 록크를 결합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1~2분 정도 엔진을 저속으로 공회전시키십시오. 메인
스위치(A)를 "Off" 위치로 돌리십시오.

40-7

엔진 운전

배터리 차단 스위치 (옵션)
이 스위치는 트랙터의 전기 계통으로부터 배터리를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때 메인 스위치는 “Off”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의: 엔진이 구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배터리 차단 스위치로 전원을 차단하지 마십시
오. 엔진 구동시 배터리를 차단하게 되면 트랙터
전기 장치에 손상을 주고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고압으로 인해 위험합니다.
중요: 오랜 보관 기간동안 항상 배터리 차단 스위치는
“Off”에 위치해야 합니다 (트랙터 전기 계통의
배터리 전원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만약 트랙터
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배터리 차단 스위치가
“ON”에 위치하면 배터리는 방전될 것입니다.

초크 블록 (옵션)
경사지에 트랙터를 주차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초크 블록(A)을 함께 누르십시오.
2. 홀더에서 초크 블록을 당겨 빼내십시오.
3. 후륜 앞뒤에 초크 블록을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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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연료 소비 절감
올바른 정비
규정된 서비스 주기에 따라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
엔진 오일, 변속기/유압 필터 엘리먼트 등을 교환하십
시오("정비" 단원 참조).
John Deere 정품 필터만 사용하십시오!

추천 오일 및 윤활유만 사용하십시오("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 참조).

판매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연료 계통을 점검 받으십
시오.

판매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록크샤프트 제어 기능을 점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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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규정된 타이어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작업 형태나 지면 상태에 맞게 타이어 압력을 유지
하십시오(판매회사나 타이어 전문 업체에 문의).

적정한 밸러스트 선택
10~15% 정도의 휠 슬립이 발생하도록 밸러스트를
선택하십시오. 밸러스트를 필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간단한 작업시에는 밸러스트를 줄이십시오.
A-밸러스트가 너무 많음
B-밸러스트가 너무 적음
C-적정한 밸러스트

적정 기어 선택
엔진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항상 가능한 최대 기어로
주행하십시오.
트랙터를 운전하여 엔진에 부하가 걸릴 때(B), 무부하
상태의 엔진 속도(A)에서 150~250 rpm 정도
떨어지도록 기어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간단한 작업시에는 엔진 속도를 2000 rpm 이하
로 낮추고, 작업시 엔진 속도가 200~300 rpm
정도 떨어지도록 기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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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주행 속도 선택
트랙터의 기어 수:

*법정 규정에 따라 최대 속도는 35 km/h (21 mph)로
제한될 것입니다.

PowrQuad Plus 변속기(40 km/h; 25mph):
-전진 16단, 후진 16단 (옵션)
PowrQuad Plus 변속기(40 km/h; 25mph)*:
-전진 24단, 후진 24단
PowrQuad Plus Eco 변속기(40 km/h; 25mph):
-전진 24단, 후진 24단 (옵션)
PowrQuad Plus 변속기(50 km/h; 31mph):
-전진 24단, 후진 24단 (옵션)

AutoQuad Plus 변속기는 PowrQuad Plus 변속기와
기어 수 및 주행 속도가 동일합니다.
트랙터에 추가로 12단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크리퍼
변속기가 장착될 수도 있습니다.
기어를 선택할 때는 항상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정격 속도로 엔진을 구동하는
상태에서의 주행 속도는 이 단원의 끝에 있는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타이어의 규격 표기
타이어 폭에 대한 이전 규격 표기는 점차 새로운
표기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전 규격 표기

새 규격 표기

12.4-24

320/85-24

13.6-24

340/85-24

14.9-24

380/85-24

16.9-24

420/85-24

11.2-24

280/85-24

12.4-28

320/85-28

13.6-28

340/85-28

14.9-28

380/85-28

16.9-30

420/85-30

18.4-30

460/85-30

16.9-34

420/85-34

18.4-34

460/85-34

13.6-38

340/85-38

14.9-38

380/85-38

16.9-38

420/85-38

18.4-38

460/85-38

공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아래의 표에는 새로운 표기만
나타냅니다.

45-3

트랙터 운전

주행 속도
특정 용도를 위해 정확한 속도가 필요하면 실제
로 측정하여 얻어야 합니다.

참고: 다음표에 나온 주행 속도는 이론상의 속도입니
다. 실제 속도는 지형, 하중, 타이어 압력, 타이어
제작사, 휠 슬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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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속도,PowrQuad Plus 변속기 (16/16)
(옵션)
40 km/h(25 mph)*; 정격 엔진 속도 2300 rpm;
380/85-38 타이어
(*법정 규정에 따라 최대 속도는 35 km/h (21 mph)로
제한될 것입니다)
레인지
A

B

C

D

A

B

C

D

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km/h
3,0
3,6
4,4
5,3
6,1
7,3
8,8
10,7
10,0
12,0
14,4
17,6
20,6
24,7
29,6
36,3

mph
1.9
2.3
2.7
3.3
3.8
4.5
5.4
6.7
6.2
7.5
8.9
11.0
12.8
15.4
18.4
22.6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3,2
3,8
4,6
5,6
6,3
7,6
9,1
11,2
10,4
12,5
15,0
18,4
21,4
25,8
30,9
37,9

2.0
2.4
2.8
3.5
3.9
4.7
5.7
7.0
6.5
7.8
9.3
11.4
13.3
16.0
19.2
23.5

감속 기어가 장착된 추가 기어
레인지
A

B

C

A

B

C

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km/h
0,30
0,37
0,44
0,54
0,61
0,73
0,88
1,08
1,00
1,21
1,45
1,77

mph
0.19
0.23
0.27
0.33
0.38
0.46
0.55
0.67
0.62
0.75
0.90
1.10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0,32
0,38
0,46
0,56
0,64
0,77
0,92
1,12
1,05
1,26
1,51
1,85

0.20
0.24
0.28
0.35
0.40
0.48
0.57
0.70
0.65
0.78
0.94
1.15

기타 타이어(공장에서 공급):
420/85-30
460/85-30
420/85-34
460/85-34
480/70-34
520/70-34
540/65-34
340/85-38

9.1%
5.8%
2.5%
0.6%
2.5%
0.6%
2.5%
3.3%

느림
느림
느림
빠름
느림
빠름
느림
느림

420/85-38
460/85-38
480/70-38
520/70-38
540/65-38
600/65-38
650/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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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2%
3.9%
7.2%
3.9%
7.2%
7.2%

빠름
빠름
빠름
빠름
빠름
빠름
빠름

트랙터 운전

주행 속도,PowrQuad Plus 변속기(24/24*)
40 km/h(25 mph)*; 정격 엔진 속도 2300 rpm;
460/85-38 타이어
(*법정 규정에 따라 최대 속도는 35 km/h (21 mph)로
제한될 것입니다)
레인지
A

B

C

D

E

F

A

B

C

D

E*

F*

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km/h
1,6
1,9
2,3
2,8
3,8
4,6
5,6
6,8
6,3
7,6
9,1
11,1
10,3
12,4
14,9
18,2
16,7
20,2
24,1
29,6
22,6
27,2
32,6
39,9

mph
1.0
1.2
1.4
1.7
2.4
2.9
3.5
4.2
3.9
4.7
5.6
6.9
6.4
7.7
9.2
11.3
10.4
12.5
15.0
18.4
14.0
16.9
20.3
24.8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1,6
2,0
2,4
2,9
4,0
4,8
5,8
7,1
6,6
7,9
9,4
11,6
10,7
12,9
15,5
19,0
17,5
21,0
25,2
30,9
23,6
28,4
34,0
41,7

1.0
1.2
1.5
1.8
2.5
3.0
3.6
4.4
4.1
4.9
5.9
7.2
6.7
8.0
9.6
11.8
10.9
13.1
15.7
19.2
14.7
17.6
21.1
25.9

감속 기어가 장착된 추가 기어
레인지
A

B

C

A

B

C

45-6

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km/h
0,16
0,19
0,23
0,28
0,39
0,47
0,56
0,68
0,63
0,76
0,91
1,11

mph
0.10
0.12
0.14
0.17
0.24
0.29
0.35
0.42
0.39
0.47
0.57
0.69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0,17
0,20
0,24
0,29
0,40
0,49
0,58
0,71
0,66
0,79
0,95
1,16

0.10
0.12
0.15
0.18
0.25
0.30
0.36
0.44
0.41
0.49
0.59
0.72

트랙터 운전
* 장비 및 법정 규정에 따라 후진 16단 또는 24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타이어(공장에서 공급):
420/85-30
460/85-30
420/85-34
460/85-34
480/70-34
520/70-34
540/65-34
340/85-38

9.3%
6.0%
2.8%
6.0%
2.8%
6.0%
2.8%
3.5%

느림
느림
느림
빠름
느림
빠름
느림
느림

420/85-38
460/85-38
480/70-38
520/70-38
540/65-38
600/65-38
650/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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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느림
3.0% 느림
3.0% 느림
동일
3.0% 느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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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속도,PowrQuad Plus Eco 변속기
(24/24) (옵션)
40 km/h(25 mph); 정격 엔진 속도 2300 rpm;
460/85-38 타이어
(40 km/h; 25 mph는 2300 rpm 이하에서 얻어지는
수치입니다)
레인지
A

B

C

D

E

F

A

B

C

D

E*

F*

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km/h
1,9
2,3
2,7
3,4
4,6
5,6
6,7
8,2
7,6
9,1
10,9
13,4
12,4
15,0
17,9
21,9
20,2
24,3
29,1
35,7
29,0
34,9
41,8
42,0

mph
1.2
1.4
1.7
2.1
2.9
3.5
4.2
5.1
4.7
5.7
6.8
8.3
7.7
9.3
11.1
13.6
12.5
15.1
18.1
22.2
18.0
21.7
26.0
26.1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2,0
2,4
2,9
3,5
4,8
5,8
7,0
8,6
7,9
9,5
11,4
14,0
13,0
15.6
18,7
22,9
21,1
25,4
30,4
37,2
30,2
36,4
42,0
42,0

1.2
1.5
1.8
2.2
3.0
3.6
4.3
5.3
4.9
5.9
7.1
8.7
8.1
9.7
11.6
14.2
13.1
15.8
18.9
23.1
18.8
22.6
26.1
26.1

감속 기어가 장착된 추가 기어
레인지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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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km/h
0,19
0,23
0,28
0,34
0,47
0,56
0,67
0,82
0,76
0,92
1,10
0,34

mph
0.12
0.14
0.17
0.21
0.29
0.35
0.42
0.51
0.47
0.57
0.68
0.83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0,20
0,24
0,29
0,35
0,49
0,59
0,70
0,86
0,79
0,96
1,14
1,40

0.12
0.15
0.18
0.22
0.30
0.36
0.44
0.53
0.49
0.59
0.71
0.87

트랙터 운전
* 장비 및 법정 규정에 따라 후진 16단 또는 24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타이어(공장에서 공급):
460/85-34
520/70-34
380/85-38
420/85-38
480/70-38

6.3%
6.3%
6.8%
3.1%
3.1%

느림
느림
느림
느림
느림

520/70-38
540/65-38
600/65-38
650/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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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3.1% 느림
동일
동일

트랙터 운전

주행 속도,PowrQuad Plus 변속기(24/24*)
(옵션)
50 km/h(31 mph); 정격 엔진 속도 2300 rpm;
460/85-38 타이어
(50 km/h; 31 mph는 2300 rpm 이하에서 얻어지는
수치입니다)
레인지
A

B

C

D

E

F

A

B

C

D

E*

F*

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km/h
1,9
2,3
2,7
3,4
4,6
5,6
6,7
8,2
7,6
9,1
10,9
13,4
12,4
15,0
17,9
21,9
20,2
24,3
29,1
35,7
29,0
34,9
41,8
51,2

mph
1.2
1.4
1.7
2.1
2.9
3.5
4.2
5.1
4.7
5.7
6.8
8.3
7.7
9.3
11.1
13.6
12.5
15.1
18.1
22.2
18.0
21.7
26.0
31.8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2,0
2,4
2,9
3,5
4,8
5,8
7,0
8,6
7,9
9,5
11,4
14,0
13,0
15.6
18,7
22,9
21,1
25,4
30,4
37,2
30,2
36,4
43,6

1.2
1.5
1.8
2.2
3.0
3.6
4.3
5.3
4.9
5.9
7.1
8.7
8.1
9.7
11.6
14.2
13.1
15.8
18.9
23.1
18.8
22.6
27.1

감속 기어가 장착된 추가 기어
레인지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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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1
2
3
4
1
2
3
4
1
2
3
4

km/h
0,19
0,23
0,28
0,34
0,47
0,56
0,67
0,82
0,76
0,92
1,10
1,34

mph
0.12
0.14
0.17
0.21
0.29
0.35
0.42
0.51
0.47
0.57
0.68
0.83

R1
R2
R3
R4
R1
R2
R3
R4
R1
R2
R3
R4

0,20
0,24
0,29
0,35
0,49
0,59
0,70
0,86
0,79
0,96
1,14
1,40

0.12
0.15
0.18
0.22
0.30
0.36
0.44
0.53
0.49
0.59
0.71
0.87

트랙터 운전
* 장비 및 법정 규정에 따라 후진 16단 또는 24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타이어(공장에서 공급):
460/85-34
520/70-34
380/85-38
420/85-38
480/70-38

6.3%
6.3%
6.8%
3.1%
3.1%

느림
느림
느림
느림
느림

520/70-38
540/65-38
600/65-38
650/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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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3.1% 느림
동일
동일

트랙터 운전

PowrQuad Plus 변속기의 변속

A- 레인지 변속 레버
B- 기어 변속 레버
C- 전, 후진 레버

중립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운전에게 경고하기
위해 경음기가 작동하고 해당 메시지가 커맨드
센터에 나타납니다.

기어의 변속은 레인지 변속 레버(A), 기어 변속 레버(B)
및 전, 후진 레버(C)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전, 후진 레버(C)를 중립으로
이동하십시오. 구동하기 전에 먼저 레인지 변속 레버
(A)를 원하는 레인지로 이동시킨 다음 전, 후진 레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의: 엔진이 구동되고 있고 레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전, 후진 레버를 작동하면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레인지 변경시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기어를 변속하거나 주행 방향을 변경할 때는 클러치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랙터를 주차시키기 위해 전, 후진 레버(C)를
중립으로 이동시키고 레인지 변속 레버(A)로 주차
록크를 결합 하십시오.

만약 주차 록크가 결합한 상태에서 전, 후진 레버
가 중립에서 벗어나면, 경음기가 작동하고 해당
메시지가 커맨드센터에 나타납니다. 트랙터를
움직이기 전에 전, 후진 레버를 중립에 둔 후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십시오.
하중이 걸린 상태(운반시)에서 주행할 때의 최적 기어
변속:
1.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할 때 적합한 레인지를
선택합니다.
2. 1단 기어를 결합합니다.
3. 출발한 후 최고 레인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레인지
레버를 통해 고단 변속하십시오.
4. 기어를 통해 고단 변속합니다.
동절기 운행

중요: 트랙터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주차 록크를
결합하십시오.

참고: 만약 전, 후진 레버(C)가 중립이 아닌 상태에서
변속 레버(A)가 움직이면, 경음기가 작동하고
청색 “인포”등이 켜집니다. 엔진이 차단되면, 전,
후진 레버는 선택한 위치에 남아있지만
변속기는 중립으로 변속합니다.

오일 온도가 낮을 경우(0 °C, 32 °F) 전, 후진 레버의
작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C(14 °F) 이하의
온도 에서는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C(41°F)이하의 온도에서는 자동
엔진 속도 매칭기능이 해제됩니다.

만약 엔진을 시동한 상태에서 전, 후진 레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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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일부 상황에서는 트랙터가 움직이기 전에 여러 차례
전, 후진 레버를 작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일이
예열된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참고: Come Home 모드에서 엔진 속도는 1500rpm으로
제한되고 각 레인지에서 단지 1단 기어로만
작동가능합니다.

"Come-home"(복귀) 모드

속도 신호가 유실된 경우의 제약

일부 상황에서는 변속기의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더
라도 트랙터가 구동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속도 신호가 유실된 것을 제어 장치가 감지
한다면, 오직 각 레인지의 첫번째 3단까지만 작동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K07/4(릴레이 박스 K07)
플러그를 뽑은 다음 원래 위치에서 90도 위치로 다시
끼우십시오. "Come Home"(복귀)이라는 단어가 먼저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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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PowrQuad Plus 변속기 – 설정
레인지 변경시 속도 매칭
만약 이 옵션을 실행 시키면, 약 7km/h (4.4 mph)로부터
레인지를 변경할 때, 자동 기능이 선택한 기어에 맞게
주행 속도를 설정합니다. 이 자동 기능은 기어 변속키
중 하나를 아래로 잡아 당겨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버튼(A)를 누르고 속도 매칭(B)를 선택하십시오.
기어 변속시 엔진 속도 매칭
만약 이 옵션을 실행 시키면, 원활한 변속을 위해 엔진
속도는 전자공학상 일시적으로 변경됩니다.
변속기 버튼(B)를 누르고 엔진 속도 매칭(C)를 선택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시- PTO 작동(D)를 선택
하십시오. 그러면 엔진 속도는 다음의 방법으로 매칭
시킬 수 있습니다.
• (C)가 미작동시, 상시 스위치 Off,
• 오직 (C)만 작동시, 스위치 On (PTO 작동시 Off)
• (C)와 (D)가 작동시, 상시 스위치 On,

A-변속기 버튼
B-속도 매칭
C-엔진 속도 매칭
D- PTO 작동
E- 초기 기어 (시동시)

초기 기어 (시동시)
(E)의 값은 엔진이 시동한 후 처음 변속기에서 선택
해야 할 기어수를 자동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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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 설정
이 옵션은 PTO 작동시 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주의: PTO-구동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만
조절하십시오.
엔진을 구동시키고 PTO를 켜고 핸드 쓰로틀을 최대
속도로 설정한 다음 엔진 버튼(A)를 누르고 (B)에
원하는 엔진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디스플레이(C)는
최근 PTO 속도를 나타냅니다.
최저 설정값에서 엔진 속도는 1400rpm으로 제한
됩니다. 최대 설정값에서 엔진은 최대 속도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엔진 속도 한계는 이 두 값
사이에서 설정하십시오.
만약 PTO가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설정값을 최대
한계값으로 합니다.

A-엔진 버튼
B-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
C-PTO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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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AutoQuad Plus 변속기의 변속

A- 레인지 변속 레버
B- 기어 변속 레버
C- 전, 후진 레버
D- 자동 버튼

중립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운전에게 경고하기
위해 경음기가 작동하고 해당 메시지가 커맨드
센터에 나타납니다.

기어의 변속은 레인지 변속 레버(A), 기어 변속 레버(B)
및 전, 후진 레버(C)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동 선택은
버튼(D)를 통해 작동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주차 록크가 결합한 상태에서 전, 후진
레버가 중립에서 벗어나면, 경음기가 작동하고
해당 메시지가 커맨드센터에 나타납니다.
트랙터 를 움직이기 전에 전, 후진 레버를 중립에
둔 후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십시오.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전, 후진 레버(C)를 중립으로
이동하십시오. 구동하기 전에 먼저 레인지 변속
레버(A)를 원하는 레인지로 이동시킨 다음 전, 후진
레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의: 엔진이 구동되고 있고 레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전, 후진 레버를 작동하면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레인지 변경시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기어를 변속하거나 주행 방향을 변경할 때는 클러치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랙터를 주차시키기 위해 전, 후진 레버(C)를 중립
으로 이동시키고 레인지 변속 레버(A)로 주차 록크를
결합 하십시오.
중요: 트랙터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주차 록크를
결합하십시오.

참고: 만약 전, 후진 레버(C)가 중립이 아닌 상태에서
변속 레버(A)가 움직이면, 경음기가 작동하고
청색 “인포”등이 켜집니다. 엔진이 차단되면,
전, 후진 레버는 선택한 위치에 남아있지만 변속
기는 중립으로 변속합니다.

하중이 걸린 상태(운반시)에서 주행할 때의 최적 기어
변속:
1.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할 때 적합한 레인지를
선택합니다.
2. 1단 기어를 결합합니다.
3. 출발한 후 최고 레인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레인지
레버를 통해 고단 변속하십시오.
4. 기어를 통해 고단 변속합니다.
동절기 운행
오일 온도가 낮을 경우(0 °C, 32 °F) 전, 후진 레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C(14 °F) 이하의
온도에서는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C(41°F)이하의 온도에서는 자동 엔진
속도 매칭기능이 해제됩니다.

만약 엔진을 시동한 상태에서 전, 후진 레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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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일부 상황에서는 트랙터가 움직이기 전에 여러 차례
전, 후진 레버를 작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일이
예열된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참고: Come Home 모드에서 엔진 속도는 1500rpm으로
제한되고 각 레인지에서 단지 1단 기어로만
작동가능합니다.

"Come-home"(복귀) 모드

속도 신호가 유실된 경우의 제약

일부 상황에서는 변속기의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더라도 트랙터가 구동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속도 신호가 유실된 것을 제어 장치가 감지한다
면, 오직 각 레인지의 첫번째 3단까지만 작동가능합니
다.

이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K07/4(릴레이 박스 K7)
플러그를 뽑은 다음 원래 위치에서 90도 위치로 다시
끼우십시오. "Come Home"(복귀)이라는 단어가 먼저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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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자동 기어 변속 (옵션)
이 자동 기능은 버튼(A)를 한 번 눌러서 작동시킵니다.
각 레인지의 기어는 엔진 속도가 최대값 또는 최저값에
도달하자마자 핸드 쓰로틀 또는 가속 페달의 위치에
따라 변속합니다. 이러한 값은 커맨드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AutoQuad Plus 변속기
-설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기능은 버튼(A)를 한 번 더 누르거나 수동으로
기어를 선택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A-자동 버튼

중요: "에코(절약) 모드"는 경작지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때나 견인되는 하중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적합합니다.
6530 및 6630 트랙터
에코(절약) 모드: 핸드 스로틀/가속 페달을 최고 속도의
85% 이상 밟은 상태에서 엔진 속도가 1872 rpm
이상일 때: 변속기는 고단 변속됩니다. 핸드 스로틀/
가속 페달을 최고 속도의 55% 이상 밟은 상태에서
엔진 속도가 1300 rpm 이하일 때: 변속기는 저단
변속됩니다. 핸드 스로틀/가속 페달을 최고 속도의
55% 이하로 밟은 상태에서 엔진 속도가 1100 rpm
이하일 때: 변속기는 저단 변속됩니다.
파워 모드: 핸드 스로틀/가속 페달을 최고 속도의 85%
이상 밟은 상태에서 엔진 속도가 2280 rpm 이상일 때:
변속기는 고단 변속됩니다. 핸드 스로틀/가속 페달을
최고 속도의 55% 이상 밟은 상태에서 엔진 속도가
1720 rpm 이하일 때: 변속기는 저단 변속됩니다. 핸드
스로틀/가속 페달을 최고 속도의 55% 이하로 밟은
상태에서 엔진 속도가 1100 rpm 이하일 때: 변속기는
저단 변속됩니다.
중간 설정: 변속기가 변속하는 시점의 엔진 속도를
커맨드 센터에서 조정하여, 에코 모드와 파워 모드
사이의 중간 정도로 변속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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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자동 기어 변속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최고단 (옵션)

참고: 프래그래밍을 위해 자동 기어 변속 스위치를
끄십시오.
자동 기어-변속 기능을 작동시키면서 스위치(A)를
이용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최고단 기어를 선택
하십시오:
• 한번 누름 = 최고단은 4단입니다.
• 두번 누름(연속으로 짧게) = 최고단은 3단입니다.
• 세번 누름(연속으로 짧게) = 최고단은 2단입니다.
이 설정은 자동 기어 변속 스위치를 끄자마자
취소됩니다.
반대의 예로 최고단(B)은 3단입니다(세번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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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Quad Plus 변속기 – 설정 (옵션)
자동 기어 변속 선택
변속기 버튼(A)를 누르고 자동 기어 변속(B)를 선택
하십시오.
전진/후진 비율 선택
전진 및 후진 기어사이의 관계는 커맨드센터 화면 에서
후진에서 최대 고속 3단 기어에서 저속 3단 기어까지
(+3에서 –3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버튼(A)를 누르고 원하는 관계를 (C)에서 선택
하십시오.
자동 기어 변속이 꺼질 때 이 비율은 유효하고 점화
스위치가 꺼진 후 저장됩니다.

참고: 자동 기어 변속이 실행될 때, 설정된 “최대
기어”는 선택한 비율보다 우선시 됩니다.

A-변속기 버튼
B-자동 기어 변속 설정용 셀
C-전진/역주행 비율
D-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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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 변경시 속도 매칭 (옵션)
만약 이 옵션을 실행 시키면, 약 7km/h (4.4 mph)로부터
레인지를 변경할 때, 자동 기능이 선택한 기어에 맞게
주행 속도를 설정합니다. 이 지동 기능은 기어 변속키
중 하나를 아래로 잡아 당겨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버튼(A)를 누르고 속도 매칭(B)를 선택하십시오.
기어 변속시 엔진 속도 매칭
만약 이 옵션을 실행 시키면, 원활한 변속을 위해 엔진
속도는 전자공학상 일시적으로 변경됩니다.
변속기 버튼(B)를 누르고 엔진 속도 매칭(C)를 선택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시- PTO 작동(D)를 선택하십
시오. 그러면 엔진 속도는 다음의 방법으로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 (C)가 미작동시, 상시 스위치 Off,
• 오직 (C)만 작동시, 스위치 On (PTO 작동시 Off)
• (C)와 (D)가 작동시, 상시 스위치 On,
초기 기어 (시동시)

A-변속기 버튼
B-속도 매칭
C-엔진 속도 매칭
D- PTO 작동
E- 초기 기어 (시동시)
F- 후진에서 자동 기어 변속

(E)의 값은 엔진이 시동한 후 처음 변속기에서 선택
해야 할 기어수를 자동적으로 결정합니다.
후진에서 자동 기어 변속
역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 기어 변속을 작동시킬
것인지를 (F)에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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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 설정
이 옵션은 PTO 작동시 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주의: PTO-구동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만
조절하십시오.
엔진을 구동시키고 PTO를 켜고 핸드 쓰로틀을 최대
속도로 설정한 다음 엔진 버튼(A)를 누르고 (B)에
원하는 엔진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디스플레이(C)는
최근 PTO 속도를 나타냅니다.
최저 설정값에서 엔진 속도는 1400rpm으로 제한
됩니다. 최대 설정값에서 엔진은 최대 속도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엔진 속도 한계는 이 두 값
사이에서 설정하십시오.
만약 PTO가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설정값을 최대
한계값으로 합니다.

A-엔진 버튼
B-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
C-PTO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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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wr 구동 장치가 장착된 트랙터의
특수 기능 (옵션)
브레이크 페달은 또한 오토 클러치를 제어합니다.
양 브레이크 페달을 약간 밟아 트랙터가 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는 작업기의 백업을 용이
하도록 합니다. 양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으면,
변속기의 동력은 변함이 없고 트랙터는 멈춥니다. 이
때 클러치 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염두해 두십시오:

• 완전 토오크는 최저 속도에서도 가능합니다. 일정 조
건에서는, 심지어 장해물조차도 트랙터를 멈출 수 없
습니다.
• 브레이크 해제 이후, 트랙터는 핸드 쓰로틀 또는 가
속 페달에 의해 명령된 기존 속도까지 자동으로 가속
됩니다.
• 만약 한 개의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조향을 돕기
위해), 트랙터는 정지하지 않을 것입니다(공회전 상태
가 아닌 경우).
• 만약 고객께서 기존의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를 다
시 운행하신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변속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러
한 트랙터는 트랙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차를 선
택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지역에 주차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리막길에서 회전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트랙터가 방향을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요: 속도 제어 레버는 단시간에 속도를 대폭 감소
시키도록 명령 할 수 있게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예로,트레일러 파손 방지), AutoPowr 구동
장치는 보다 적당한 비율로 자체 속도를
감속시킵니다. 빠른 감속을 위해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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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wr- 미끄러운 경사지에서의 작동
(옵션)
• 경사지에서 안전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주행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 과도하고 급속한 감속을 위해 속도 레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경사지 작업 도중 만약 트랙터를 제어할 수
업게 되면 인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지에 고정되어 있는 트랙터의
바퀴는 미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십시오:

AutoPowr- 동절기의 시동 (옵션)
빙점 이하 온도에서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자동 기능은
구동장치가 너무 일찍 결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엔진을 시동한 후, 진단 고장 코드 UIC 305057.01
(운전자를 위한 정보: 변속기 예열 작업이 이루어집
니다)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전, 후진 레버가 “코너 주차”에 위치해 있을때만 예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후진 레버가 코너
주차 이외의 위치에 있다면, 코드 UIC 305058.01
(운전자를 위한 정보: 변속기 예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차 록크를 결합하십시오.)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변속기를 예열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 범위
-7℃ (19.4℉) 이상
-8℃ (17.6℉) ~ -15℃ (5℉)
-16℃ (3.2℉) ~ -20℃ (-4℉)
-21℃ (-5.8℉) ~ -30℃ (-22℉)

예열 시간
필요없음
96초
156초
246초

-30℃ (-22℉) 이하의 온도에서는 변속기 인풋 샤프트만
회전합니다. 변속기 오일 온도가 -30℃ (-22℉)가 되면
예열 작업이 시작됩니다.

참고: 예열 기간동안 엔진 속도는 1500rpm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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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wr 작동 (옵션)
전, 후진 레버
트랙터를 운행하기 위해 레버를 전진(B) 또는 후진 (D)
위치로 움직이십시오. 만약 레버가 전진 또는
역주행에서 중앙 주차 위치(F)로 움직이면, 트랙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속기는 “파워 제로”로 움직일
것입니다. 트랙터가 움직임을 멈춘뒤 10초 후 주차
록크가 자동으로 결합할 것입니다. 만약 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에서 코너 주차 위치(E)로 바로 움직이면,
트랙터는 변속기의 사용을 멈추기 위해 제동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록크가 결합될 것입니다.
내리막길 주행에서도 역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
하십시오.

A- 중립
B- 전진
C- “파워 제로”
D- 후진
E- 코너 주차
F- 중앙 주차

만약 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에서 “파워 제로”(C)로
움직이면, 트랙터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반면 변속기에
의한 제동은 불가합니다. “파워 제로” 작동시 레버가
완전히 이 위치에 고정되도록 하십시오. 만약 레버가
“파워 제로” 위치로부터 이탈하면, 레버는 자동으로
중앙 주차 위치(F)로 움직일 것입니다.
트랙터가 멈추면 레버를 코너 주차 위치로 되돌리십
시오. 만약 레버가 중립(A)위치로 움직이면, 방향
클러치가 해제되고 변속기의 파워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트랙터가 저절로 움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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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레버
주행 속도는 속도 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조절하십시오.
두 개의 속도 레인지가 있습니다.
속도 레인지 1에서는 20km/h (12.4mph)의 최대 전진
속도가 가능합니다. 속도 레인지 2에서는 40km/h
(25mph) 또는 50km/h (31mph)의 최대 전진 속도가
가능합니다. 레인지 1에서의 최대 속도는 레인지 2의
최소 속도와 항상 같습니다. 이것은 레인지가 변하여도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A- 속도
B- 속도
1- 속도
2- 속도

속도 레인지의 최대 속도는 속도 휠(B)를 이용하여
조절하십시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AutoPowr
설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엔진이 완전 쓰로틀 상태이고 속도 조절 레버가 속도
레인지의 주행의 끝단에 있을 때 (타이어 폭 치수가
설정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레인지의 최대 속도에
도달합니다. 만약 가속 페달이 주행의 끝단에 있지
않다면, 트랙터는 이에 상응하는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비례하지는 않음). 만약 속도 조절 레버가
속도 레인지의 주행 끝단에 있지 않다면, 트랙터는
상응 속도로 유사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속도 휠(B)는 제한없이 무한대로 조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설정에 연관되어 변경됩니다. 만약 최대
속도 설정값이 트랙터가 움직이는 동안 휠(B)로 변경
된다면, 변경값은 항상 최종 설정값에 기초합니다. 휠을
돌려서 최종 최대 속도 설정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값은 트랙터의 전자장치에
저장됩니다.
감속기
만약 속도 레인지 1에서 전진 주행 속도가 2km/h
(1.24mph) 이하라면, 트랙터는 자동으로 감속 모드로
변속할 것입니다. 허용 최소 주행 속도는 0.05km/h
(0.03mp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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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레버
휠 (최대 설정 속도)
레이지 1
레이지 2

트랙터 운전
레인지 2에서의 최대 속도는 레인지 1의 2.5배 입니다.
양 속도 레인지에서, 감속 모드에서의 최대 속도는
최소 속도의 2.5배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예로, 만약
레인지 1에서의 최대 속도가 0.50km/h (0.33mph)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소 속도는 0.20km/h (0.12mph)
입니다.
0. 6km/h (0.37mph) 이하의 속도에서, 엔진 속도의
변화는 주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트랙터가 감속 모드의 레인지 2에서 주행하는
동안 주행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속도 조절 휠을
사용한다면, 다음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 만약 속도가 10km/h (6.2mph) 이하라면, 변속기는 여
전히 감속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는 원래 설정된 값
은 레인지 1로 복귀하려는 때에도 적용됨을 의미합니
다. 속도 레인지 1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점멸할
것입니다.
• 만약 레인지 1로 복귀하기 전에 10km/h (6.2mph)의
속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10km/h (6.2mph) 이하
로 감속한다면 감속 모드가 또한 유지될 것입니다.
• 만약 10km/h (6.2mph)의 속도가 상승하고 레인지 1이
재결합한다면 김속 모드가 해제될 것입니다. 전진 속
도 레인지 1은 자동으로 (2km/h; 1.24mph로) 조절될
것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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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페달 및 핸드 쓰로틀
변속기 조절을 위해 항상 강한 신호가 사용됩니다.
만약 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속 페달 또는 핸드
쓰로틀을 움직이면, 엔진 속도는 상승합니다.
에코(절약) 모드에서, 설정 주행 속도에 도달하면 즉시
엔진 속도는 감소합니다 (부하 조절).
만약 전, 후진 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 위치에 있다면,
가속 페달 또는 핸드 쓰로틀을 이용하여 트랙터를 설정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중간 주행 속도는 가속
페달 또는 핸드 쓰로틀의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엔진 속도는 가속 페달의 위치에 따라
간접적으로 결정됩니다.

A- 핸드 쓰로틀

가속 페달 또는 핸드 쓰로틀이 작동할 때, 수치는
커맨드센터에서 자동 제어로 설정하고 항상 엔진 속도
한계값을 고려합니다. 예로, 완전 쓰로틀의 경우라도
설정값은 엔진 속도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에코(절약) 모드에서, 엔진은 운전자가 완전 쓰로틀을
작동시키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만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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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페달
만약 트랙터를 운행할 때 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트랙터의 속도는 트랙터가 정지할 떄까지 감속할
것입니다. 오토 클러치의 기능 덕분에 제동시 크러치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다시 해제하면 트랙터는 자동으로 핸드
쓰로틀 또는 가속 페달에 의해 설정된 최근 속도까지
가속합니다.
엔진 속도가 높을수록, 트랙터를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
페달력의 필요량이 많아집니다.

B- 브레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
일반적으로 트랙터를 멈추기 위해 클러치 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클러치 페달을 밟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클러치 신호가 기타 신호보다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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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wr-설정 (옵션)
주행 속도
속도 레인지의 최대 속도는 속도 휠(A) 및 속도 조절
레버(B)를 이용하여 조절하십시오.
전진 속도 레인지만 설정한다면, 시동 스위치를 켜고
전, 후진 레버를 전진 위치로 움직이십시오. 속도 조절
레버(B)를 이용하여 원하는 레인지를 선택하고 휠(A)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행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후진 속도만
레버를 후진
를 이용하여
하여 원하는

설정한다면, 시동 스위치를 켜고 전, 후진
위치로 움직이십시오. 속도 조절 레버(B)
원하는 레인지를 선택하고 휠(A)를 이용
주행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전진 및 후진 속도 레인지 모두를 설정한다면, 시동
스위치를 켜고 전, 후진 레버를 중립 위치로 움직이십
시오. 레인지(C)는 전진 및 후진 속도 레인지간을 2초
마다 변경하여 보여줍니다. 속도 조절 레버(B)를 이용
하여 원하는 레인지를 선택하고 휠(A)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행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A- 속도 휠 (최저 속도 설정을 위해)
B- 속도 조절 레버
C- 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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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자동 조절 설정 (옵션)
변속기 버튼(A)를 누르십시오. 보여지는 화면에서
변속기의 자동 조절 범위를 조절하십시오.
(B)를 실행시키면, 완전 자동이 작동합니다. 전자
장치는 PTO, 록샤프트, 전자 SCV와 스티어링
브레이크에 의해 엔진의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완전 자동 설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B)를 해제시키면, (C)의 설정에 따라 다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설정 0 (수동), 엔진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자동 간섭입니다.
설정 1에서 변속기 조절은 전자 장치에 의해 최소한의
영향만 받습니다. 설정 5에서 변속기 조절은 전자
장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변속기 자동화
범위는 설정 1- 3에서 진보적으로 증가하고, 3과 5사이
에는 엔진 조절의 추가 자동화가 있습니다.
엔진 부하 조절은 설정 1-3에서 설정하십시오. 3- 5(에코
모드) 이상의 설정에서, 엔진은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만
회전합니다. 이는 연료를 절감시키고 소음을 줄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에코(절약) 모드에서 특정 엔진 속도를
설정하고 전자 제어 장치가 이 속도를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엔진 속도는 자동으로 트랙터 작동에 적당한
정도로 감속됩니다. 하지만 주행 속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에코(절약) 모드는 (엔진 속도가 유압 펌프
출력을 결정하는) 리프팅 작동과 (엔진속도가 PTO
속도를 직접 결정하는) PTO 작동에는 부적합합니다.

B- 변속기 버튼
C- 완전 자동 On/Off
D- 자동화 정도
E- 다음 페이지

에코(절약) 모드에서, 가속 페달 및 핸드 쓰로틀을
동시에 작동시키면 설정 엔진 속도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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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0- 변속기 수동 조절
설정 1- 변속기가 자동으로 간섭하기 전에 엔진 부하를 약
30%로 조절합니다., 즉, 변속기 비율이 변경됩니다.
설정 2- 변속기가 간섭하기 전에 엔진 부하를 약 18%로
조절합니다.
설정 3- 변속기가 간섭하기 전에 엔진 부하를 약 4%로
조절합니다.
설정 4- 변속기가 간섭하기 전에 엔진 부하*를 약 16%로
조절합니다. 엔진 속도는 일부 부하 레인지에서
전자적으로 최대 1500rpm까지 감속할 수 있습니다.
설정 5- 변속기가 간섭하기 전에 엔진 부하를 약 16%로
조절합니다. 엔진 속도는 일부 부하 레인지에서
전자적으로 최대 1200rpm까지 감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 기능을 위한 엔진 출력 증가” (“엔진
작동” 단원 참조)를 실행한다면, 엔진 부하는 주행
속도에 따라 13%에서 16% 사이에서 조절됩니다.

다음의 목록은 다양한 유형의 업무에 따른 알맞은 자동
설정을 보여줍니다.
레인지 A- PTO 작동
레인지 B- 유압 동력이 필요한 견인 작동
레인지 C- 유압 동력(1200rpm의 엔진 속도에서는 유압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이 불필요한 견인 작동
(경작지 또는 도로)
레인지 D- 정밀한 PTO 속도가 요구되는 PTO 작동 (예로,
퇴비 살포기를 이용할 때)
레인지 E- 베일러 작동
레인지 F- 경운
레인지 G- 제초기 작동
레인지 H- 유압 동력이 필요한 기타 작동 (예로, 프론트 로더
사용)

다음은 기본 설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설정 1-2-

설정 2.5설정 5-

엔진의 플라이휠 부피(PTO 작동) 및 차량 타성
(토공)이 동력 요구량(작업중인 작업기 또는 임무
에 필요한)의 일시적인 최고점에 적당한 장소
에서의 작업
엔진 속도가 중요한 장소에서의 작동
엔진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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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작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요약
절차

자동 설정

내용

농작물 보호, 액체 비료

1

변속기는 단계식 기어를 가진 기존의 것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엔진 속도가 떨어지고 주행 속도 또한 떨어집니다. PTO 속도에서의 동시적인
감속은 주행 속도에 맞추어 농약 살포를 늦추게 합니다. 농약/비료 제조업체에서
배포하는 제조업체 지침서에 준하여 농약 장비를 조절하고 작동시키십시오.
엔진이 제어하는 부하가 적을수록(예로, 5%), 과도하게 계량된 농약의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이는 엔진 및 PTO가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동안 부하의 증가에 따른
변속기 비율의 스텝리스 변경의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1- 3 사이의 기타 설정을
선택하고 농약 기계 장치(계량, 전자 규정)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십시오. 사용시
농약을 정확하게 계량하십시오.

비료 살포(무기질 비료용
살포기; 퇴비 살포기,
액체 비료)

3

PTO가 일정 속도를 유지할 때만 일정 살수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행
거리를 기본으로하여 계량할 수 없다면, 전체 경작지를 경유할 주행 속도를 미리
선택하십시오. 만약 살포기가 엔진 속도와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면 (예로, 유압
구동 살포기), 살포 물질이 정확하게 계량되고 분배된다는 조건하에 다른 엔진
부하 조절 설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일러 (대형, 원형 및
고압)

2-3

엔진 토오크의 증가에 따른 부하 피크와 동력 전달 계통의 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행 속도 및 엔진 부하 조절을 선택하여 엔진이 지형과 제방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반면, 기계 장치가 원활히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PTO 속도를 고속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엔진 속도의 변경없이,
언제든지 무한대로 주행 속도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제초기, 컨디셔너가
장착된 제초기, 자동
장전 왜건

2-3

베일러와 동일합니다.

제방 뒤집긴, 쌓기,
고르기

1-3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십시오.

PTO 구동 경운 장비
(로터리형 해로, 로터리형
경운기, 가지형 로터,
또한 파종기 및 스페이싱
파종기의 결합)

2-3

지형, 토질 상태 및 원하는 작업에 알맞은 방법으로 운전하십시오. 원하는 크럼
구조를 얻기 위해, PTO 속도와 주행 속도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지않도록
하십시오.

기계적 조파기
(PTO-보조 경운 미장착,
지면의 바퀴를 통해
계량)

3-5 이상

공기 조파기 및 스페이싱
파종기 (경운 미장착)

2-3

경제적인 주행을 위해 3이상의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씨앗의 공기압 분배를 위해 PTO 속도를 충분히 높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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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작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요약
절차

자동 설정

내용

운송, 도로 주행, 경운
작업기 견인 (쟁기, 모판
조합 작업기 등.)

3-5 이상

경제적인 주행을 위해 3이상의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프론트 로더 및 유압
구동 기계장치 (목초
적삭기, 사료 혼합기 등.)

2-4

작업 부하 (프론트 로더의 경부하 또는 중부하)에 적당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기계 장치의 속도를 얻기 위해, 유압 장치에 충분한 오일을 공급하십시오.

중요: 농약 및 비료를 살포할 떄, 항상 기계 제조업체 및
농약/비료 생산업체에서 배포하는 지침서를
준수하고, 이와 관련한 지역 법규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전진/역주행 비율 선택 (옵션)
변속기 버튼(A)를 누르십시오. 처음 화면에서 “다음
페이지”를 선택하십시오.
레인지 1에서, 역주행 속도는 전진 속도의 최대 30%
이상 및 70%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2에서, 전진-역주행 속도 비율은 22 km/h(14
mph)까지 1:1입니다. 그 이상에서 비율은 40:30 또는
50:30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A- 변속기 버튼
B- 전진/역주행 비율
C-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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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동 설정 (옵션)
변속기 버튼(A)를 누르고 다음의 두 화면에서 “다음
페이지”를 각각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전자 엔진/변속기의 조절을 작동 조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료 에코 드룹”에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16%로 엔진 부하 조절 또는 만약 “특수 기능을 위
한 엔진 출력 증가”를 실시할 경우 13%-16%로 조
절
• low (낮음)
4%로 엔진 부하 조절
• med (중간)
9%로 엔진 부하 조절
• high (높음)
14%로 엔진 부하 조절
“최소 n/min”에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ow (낮음)
엔진 속도가 1200rpm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med (중간)
엔진 속도가 1400rpm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high (높음)
엔진 속도가 1600rpm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A- 변속기 버튼
B- 에코
C- 엔진 속도(n/min)
D- PTO
E- 록크샤프트/SCV
F- 공기 브레이크

만약 “PTO”가 작동하면, 다음이 적용됩니다.:
• 만약 3점 히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면, 히치가 움직임
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동 조절은 설정 4로 움직입
니다.
• 만약 전자 SCV가 확장되고 록크되면, 이 상태가 지
속되는 동안 자동 조절은 설정 4로 움직입니다.
• 만약 전자 SCV가 복귀하고 록크되거나 또는 플로트
위치로 움직이면,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자동 조
절은 설정 4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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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전자 SCV가 작동하는 동안 가속 페달 또는 핸
드 쓰로틀로 엔진 속도를 가속시킨다면, 자동 조절은
설정 2.5로 움직입니다. 만약 가속 페달 또는 핸드 쓰
로틀로 엔진 속도를 다시 감속시킨다면, 자동 조절은
설정 4로 복귀합니다.
만약 “에어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다음이 적용됩니다:
• 만약 압축 에어 탱크가 15초이상 비어있다는 디스플
레이가 나타나면, 자동 조절은 초당 0.1단위로 증분하
여 설정 2.5로 움직입니다.
만약 트랙터의 전자장치에 스티어링 브레이크가 사용중
이라고 기록되면, 자동 조절은 한 유니트 “다운”(아래로)
움직입니다 (설정 5에서 설정4로 또는 설정4에서 설정3
으로).

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 설정
이 옵션은 PTO 작동시 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주의: PTO-구동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만
조절하십시오.
엔진을
설정해
설정한
속도를
속도를

구동시키고 자동 조절을 설정1과 3 사이에
두고 PTO를 켜고 핸드 쓰로틀을 최대 속도로
다음 엔진 버튼(A)를 누르고 (B)에 원하는 엔진
설정하십시오. 디스플레이(C)는 최근 PTO
나타냅니다.

최저 설정값에서 엔진 속도는 1100rpm으로 제한
됩니다. 최대 설정값에서 엔진은 최대 속도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엔진 속도 한계는 이 두 값
사이에서 설정하십시오.
만약 PTO가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설정값을 최대
한계값으로 합니다.
주행 속도는 엔진 속도 한계값에 상관없이 변함없게
유지됩니다.

A-엔진 버튼
B-엔진 속도의 최대 한계값
C-PTO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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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wr Come-Home(복귀) 모드
일부 상황에서는 변속기의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더라
도 트랙터가 구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K07/4(릴레이 박스 K07)
플러그를 뽑은 다음 원래 위치에서 90도 위치로 다시
끼우십시오. "Come Home"(복귀)이라는 단어가 먼저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클러치 페달을 사용하여 역주행 레버를
시작, 정지, 작동시키십시오. 커맨드센터 화면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AutoPowr가 장착된 트랙터 견인
만약 트랙터를 견인해야 하는데 주차 록크를 해제할 수
없다면, “운송” 단원의 “수동 주차 록크 해제”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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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륜 구동 결합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행 중이거나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 결합된 기어(전진 및 후진)에 상관없이 전륜
구동을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반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기 전에 전륜
구동을 분리하십시오.
참고: 양 브레이크 페달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선택된 전륜 구동 스위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륜 구동이 결합됩니다. FWD
표시등은 켜집니다.
자동 모드 (옵션)
자동 모드를 선택하면, 트랙터 속도가 23km/h (14.3
mph)를 초과하면 전륜 구동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트랙터 속도가 21km/h (13 mph) 이하로 감속하면, 전륜
구동은 자동으로 재결합됩니다.
A-전륜 구동 분리/ 결합
B-자동 모드를 위한 On/Off 스위치 (옵션)
C-FWD 결합시 표시등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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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 프론트 액슬이 장착된 트랙터 (옵션)
주의: 엔진에 시동이 걸린 상태일 때 그리고
다른 현가형이 설정이 선택된 때는 트랙터가
정지한 상태일 지라도 프론트 액슬이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주위에
사람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중요: 만약 제어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커맨드
센터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현가 장치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해치거나 부품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판매회사에
즉시 문의하십시오.
메인 메뉴 키(A)를 누르고 화면에서 “TLS Plus”를 선택
하십시오. 액슬 설정은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AUTO(자동)”을 선택하면, 현가 장치는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주행 속도, 표면 특성,
트랙터 부하, 후방 작업기의 중량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최상의 편안함이 제공됩니다. 현가형 프론트 액슬은
트랙터의 속도가 1.5 km/h(0.9 mph)를 초과하면 완전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만약 “MAX”(최대)를 선택하면, 현가 장치는 최대
하니스 로 설정됩니다(예: 프론트 로더로 작동하기
위해). 현가형 프론트 액슬은 트랙터의 속도가 1.5
km/h(0.9 mph)를 초과하면 결합하고 정지상태에서
벗어나면 조절이 지연됩니다: 트랙터가 5m (16ft.)를
움직일 때까지 조절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35
km/h(22 mph)를 초과하면 “MAX”(최대) 설정이
취소됩니다. 속도가 25 km/h(15 mph)이하로 다시
“MAX”(최대) 설정이 재실행됩니다.
A- 메인 메뉴 키
B- TL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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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모양의 심볼을 선택하면 (수동 설정), 액슬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 후에 트랙터의 전방부를 수동
으로 들어올리고 내릴수 있습니다 (예: 장착 작업기의
부속물을 용이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이를 위해 막대
그래프(C)를 선택하고 모래시계 모양의 심볼(D)이
사라질 때 선택 휠을 돌리십시오. 트랙터의 전방부를
들어올리기 위해 이것을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트랙터
의 전방부를 내리기 위해 이것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이 화면을 종료하려면,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십시오. 속도가 1.5 km/h(0.9 mph) 이상일
때 액슬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C- 막대 그래프
D- 모래시계 심볼

주행 속도가 5 km/h(3 mph)를 초과하면 수동 설정은
취소됩니다. 시스템은 기존의 설정 상태(“AUTO”(자동)
또는 “MAX”(최대))로 복귀합니다.

감속 변속기 결합 (옵션)
감속 변속기를 결합하거나 해제하기위해 클러치 페달
을 밟으십시오.
감속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십시오:
1. 레인지를 선택하십시오.
2. 감속기를 결합하십시오.
엔진 속도가 1000 rpm 이상일 경우에는 감속 변속기를
절대 결합하지 마십시오.

A- 감속 속도
B- 고속도

중요: 작업기로 흙을 파고 높은 견인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는 감속 변속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45-40

트랙터 운전

디퍼렌셜 록크 결합
주의: 디퍼렌셜 록크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트랙터 를 선회하지 마십시오.
후륜 간에 휠 슬립이 크게 차이가 있을 때는 (A)
버튼을 눌러 디퍼렌셜 록크를 결합하십시오. 디퍼렌셜
록크를 분리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A)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디퍼렌셜 록크가 결합된 상태에서 트랙터의 속도가 12
km/h(7.5 mph)를 초과하는 경우 디퍼렌셜 록크가 자동
으로 꺼집니다.
트랙터의 속도가 다시 12 km/h(7.5 mph)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자가 다시 수동으로 디퍼렌셜 록크를
결합해야 작동됩니다.

유압식 풋 브레이크
주의: 엔진이 구동되고 있지 않을 때는 페달 왕복
거리가 더 깁니다(유압에 의한 보조 없음).
중요: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페달 커플러(A)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커플링해야 합니다.
경작지에서 운행할 때는 페달 커플러(A)를 우측으로
당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각 브레이크 페달이 따로
작동되어 왼쪽 또는 오른쪽 후륜만 제동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바퀴만 제동하면 회전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트랙터를 저속 운전할 때만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조향 을 보조하십시오.
트랙터를 정지시키려면 동시에 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제동시 전륜 구동이 자동으로 결합하고 FWD 표시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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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트레일러 브레이크 (옵션)
트레일러 브레이크 커플러(A)에서 더스트 커버를 떼어
내고 압력 호스를 연결하십시오. 이때 연결부에 어떠한
이물질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유압식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제동력은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지는
압력 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유압식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결합한
상태로 주행할 때는 절대 25 km/h(15 mph)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중요: 브레이크의 이상 마모를 방지하려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압력 호스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언덕길을 내려올 때는 언덕길을 올라갈 때와
동일한 기어를 선택하십시오.
유압식 트레일러 브레이크에서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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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식 트레일러 브레이크 (옵션)
공기식 브레이크에는 이중선부 또는 단선 결합부와
이중선 결합부가 함께 있습니다. 단선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레일러는 (A) 연결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중선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레일러는 (B)와 (C)
연결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호스를 연결하기 전에 연결부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스를 뺀 후에는 항상 먼지막이
캡으로 연결부를 밀폐하십시오.
주의: 단선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최대 속도가 25 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트랙터를 운행할 때는 항상 법률에 명시된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중요: 트레일러를 작동시키기에 공기압이 충분하지
않으면 커맨트센터에 해당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브레이크의 이상 마모를 방지하려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A-흑색(단선 브레이크, 장착시)
B-황색(이중선 브레이크)
C- 적색(이중선 브레이크, 서플라이)
D- 경고등(공기압이 너무 낮음)

• 압력 호스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언덕길을 내려올 때는 언덕길을 올라갈 때와
동일한 기어를 선택하십시오.
• 공기식 트레일러 브레이크에서 정기적으로 이
상 유무를 점검하십시오.

주의: 트레일러 작동시:
1. 공기식 트레일러 브레이크 장치(장착시)의 수동
작동 브레이크 밸브 설정시 트레일러 수하물의
중량을 고려하십시오.
2. 매일 압축 공기 탱크에서 수분을
배출시키십시오 (“정비-매일 또는 10시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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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크샤프트 및 3점 히치
록크샤프트 조절
록크샤프트는 히치 조절 레버(A)와 상승/하강 스위치
(B)를 통해 조절합니다. 리프트 높이는 높이 제한
조절기(C)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록크샤프트를 작동하려면 엔진을 시동하고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합니다.
• 조절 레버(A)를 드래프트 링크의 위치에 해당하는 위
치로 이동합니다.
• 히치 조절 레버(A)를 끝 위치 중 하나로 이동하거나
• 상승/하강 스위치(B)를 작동합니다.

옵션

조절 레버(A)를 "0"쪽으로 당기면 작업기가 올라갑니다.
조절 레버(A)를 "9"쪽으로 밀면 작업기가 내려갑니다.
조절 레버(A)에 상관없이 상승/하강 스위치(B)를 통해
작업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능은 경작지의 모퉁이에서 회전할 때 유용합니다.
상승/하강 스위치의 위쪽 부분을 누르면 작업기가 높이
제한 조절기(C)로 설정한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상승/하강 스위치의 아래쪽 부분을 누르면 작업기가
조절 레버(A)로 설정한 높이만큼 내려갑니다.
경작지 모퉁이의 조밀한 땅에서 신속하게 작업 깊이를
확보하려면(신속 하강), 상승/하강 스위치(B)를 계속
누르십시오. 상승/하강 스위치(B)를 계속 누르면 조절된
견인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취소 기능). 상승/하강
스위치(B)를 놓으면 작업기는 이전 설정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이러한 "신속 하강" 기능은:
• 스위치(B)로 작업기를 올렸을 때 작동됩니다.
• 스위치(B)로 작업기를 운반 위치에서 계속 내렸을 때
작동됩니다.
A-히치 조절 레버
B-상승/하강 스위치
C-높이 제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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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레버를 "0" 이상으로 최대한 당기면 록크샤프트가
잠깁니다.

50-2

록크샤프트 및 3점 히치

경작지 모퉁이 관리 장치 HMS Plus
(장착된 경우) (옵션)
중요: HMS를 이용하여 프론트 로더를 절대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커맨드센터에서 선택 조절 밸브를
사용하면 프론트 로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추가 장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HMS Plus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능의 진행 경로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처럼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불러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두
개의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저장될 수 있고 각각 5개의
작업기 작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끊어지더
라도 삭제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트랙터의 다음 하위 어셈블리의 기능이 저장될 것입니
다: 디퍼렌셜 록크, 록크샤프트, 후방 PTO, 전방 PTO,
FWD, 전자 선택 조절 밸브 및 AutQuad Plus 변속기
(기어 변속기).
기능 사이에서 트랙터가 움직이는 간격 또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은 트랙터의 속도와 관계
없습니다.
설정을 저장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트랙터가 정지하고 점화된 상태 = 편집 모드.
커맨드센터에서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기능을 선
택하십시오. 기능간의 구동 간격을 결정하십시오.
• 엔진이 구동된 상태 = 학습 모드. 트랙터의 하위 어
셈블리 조절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순서로 원하는 기
능을 선택하십시오. 트랙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전
자 장치는 주행 거리 또한 “인지”합니다.
A-HMS Plus 버튼
B- HMS Plus on/off
C-프로그램 스위치 (커맨드 암이 미장착된 트랙터)
D-프로그램 스위치 (커맨드 암이 장착된 트랙터)
E- HMS Plus 디스플레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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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프로그램 (경작지의 끝/시작)
초기 상황: 트랙터는 경작지에서 작동하고 3점 히치는
내려가 있고 PTO는 스위치가 켜져 있고 FWD는 결합
되어 있습니다.
경작지 끝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3점 히치를 올리고,
PTO를 꺼고 FWD를 해제합니다. 반대 화면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초기 상황: 트랙터는 경작지의 모퉁이에 있고, 3점
히치는 올라가 있고, PTO는 스위치가 꺼져 있고,
FWD는 해제되어 있습니다.
경작지 시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3점 히치를 내리고,
PTO를 켜고 FWD를 결합합니다. 반대 화면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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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모드
화면(셀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HMS등이 켜집니다)상
(A)에서 HMS 스위치를 켜고, (B)에 원하는 작업기
사양을 선택한 다음 심볼(C)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화면에서 (D)를 눌러서 밝게 만든 후 원하는 프로그램
(1 또는 2)를 선택하십시오.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선택 휠을 이용하여 기능간의 간격을
결정하십시오. (E)를 눌러서 화면에서 빠져나오면, 이
프로그램은 저장됩니다.

참고: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기능을 삭제하려면, 선택
목록에서 공란을 선택하십시오.
A- HMS Plus on/off
B- 작업기 사양
C- “다음 페이지” 심볼
D- 편집 모드
E-“이전 페이지”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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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
화면(셀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HMS등이 켜집니다)상
(A)에서 HMS 스위치를 켜고, (B)에 원하는 작업기
사양을 선택한 다음 심볼(C)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화면에서 (D)를 눌러서 밝게 만든 후 원하는
프로그램(1 또는 2)를 선택하십시오. 기록을 시작하기
위해 (F)를 누르십시오. 현재 저장한 기록과 동일한
이름의 기록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상태라면, 기존의
기록은 잃게 됩니다. 엔진이 구동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트랙터의 기능을 작동시키십시오. 기록을 끝내기 위해
(G)를 누르십시오. 기능의 진행 경로는 이제 프로그램
으로써 저장됩니다.
다음 기능을 “학습 모드”로 하기 위해, 트랙터를 적어도
0.5km/h (0.31mph) 속도로 전진 구동시켜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처음 기능은 , 3점 히치를 낮추고 PTO의
스위치를 켭니다.
“학습” 프로그램은 편집 모드에서 변경가능합니다.

참고: 만약 60초내에 트랙터의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학습 모드는 취소됩니다.
A-HMS Plus on/off
B-작업기 사양
C-“다음 페이지” 심볼
D-학습 모드
E-“이전 페이지” 심볼
F-기록 시작
G-기록 끝
H-기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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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프로그램 실행하기

참고: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 트랙터를
적어도 0.5km/h (0.31mph) 속도로 구동시켜야
합니다.
PTO 기능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PTO(s)를 먼저 On 시키십시오. HMS는
물리적으로 해당 스위치를 On 시킬 수 없습니다.

록크샤프트 및/또는 SCV 기능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해당 레버/스위치를
중립에 위치시키십시오.
1. (A)를 눌러서 HMS를 On 시키면; 디스플레이등(B)가
On 되고 (A)에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2.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그램 스위치
(C) 또는 (D)를 이용하여 “1” 또는 “2”를 선택하십시
오.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경음기가 울리고
HMS등이 점멸합니다.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 조정은 진행중인 프로그램보다
우선시됩니다. 수동 조정된 기능은 나머지 프로그램
동안 HMS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요: 프로그램을 즉시 취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스위치(C) 또는 (D)를 이용하여 “반대”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1” 대신 “2” 또는 “2”
대신 “1”).
A-HMS Plus on/off
B- HMS 디스플레이등
C- 프로그램 스위치 (커맨드 암이 미장착된 트랙터)
D-프로그램 스위치 (커맨드 암이 장착된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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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크샤프트 원격 제어
이 스위치를 사용하면 운전석 밖에서도 록크샤프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록크
샤프트는 저속으로 상승/하강하고 높이 및 깊이 값은
무시됩니다.
위쪽 스위치를 누르면 작업기가 상승합니다.
아래쪽 스위치를 누르면 작업기가 하강합니다.

참고: 원격 제어가 작동되면 록크샤프트는 저속으로
움직입니다. 록크샤프트를 다시 작동 준비
상태로 만들려면:
• 히치 조절 레버(A)를 드래프트 링크의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 히치 조절 레버(A)를 끝 위치 중 하나로 이동

하거나
• 상승/하강 스위치(B)를 작동합니다.
A- 히치 조절 레버
B- 상승/하강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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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제한
버튼(A)를 이용하여 높이 제한 화면을 선택하십시오.
록크샤프트의 상승 높이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
하십시오.
A-높이 제한 버튼

장착된 작업기 운반
히치 조절 레버를 뒤쪽(A)으로 최대한("0" 이상) 당겨
장착된 작업기를 완전히 올리십시오.
견인되는 작업기의 경우 히치 조절 레버를 최대한("9"
설정) 앞쪽(B)으로 미십시오.
A- 휠이 미장착된 작업기
B- 휠이 장착된 작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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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 완충 장치
히치 완충 장치가 장착된 트랙터는 작업기를 올린
상태에서 운행할 때 트랙터의 “흔들림”이 방지됩니다.
완충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엔진이 구동되는 상태에서
먼저 히치 조절 레버를 드래프트 링크의 위치에 해당
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뒤쪽("0" 이상)으로
최대한 당겨 운반 위치로 둡니다(화살표 참조). 하강
속도를 최소값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완충 기능을 끄려면 히치 조절 레버를 운반 위치에서
"0"을 넘는 위치로 앞쪽으로 미십시오("하강" 방향으로).

참고: 원격 제어를 사용하고 엔진을 끄면 히치 완충
기능이 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업기 하강 속도 조절
버튼(A)를 이용하여 이 화면을 선택하십시오. 장착된
작덥기의 하강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강 속도는 설정값과 장착된 작업기의 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업기가 무거울수록 하강 속도는
빨라지며 가벼울수록 느려집니다.
A-하강 속도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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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속도 조절
BCU 165에서 상승 높이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장 진단 코드”의 “직접 조절”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깊이 조절
히치 조절기(A)를 조절하여 원하는 작업 깊이에
맞추십시오.
작업기를 들어올린 후 다음에 작업기를 내리면 동일한
작업 깊이가 선택됩니다. 이 깊이는 히치 조절
레버(B)의 저항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A- 히치 조절 스톱
B- 히치 조절 레버

Auto Po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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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깊이 조절
버튼(A)를 이용하여 이 화면을 선택하십시오.
록크샤프트를 하중 조절 및 깊이 조절 사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0 = 깊이 조절
• 1-4 = 혼합 조절
• 5 =하중 조절
A-하중/깊이 조절 버튼

주의: 뜻하지 않게 록크샤프트가 상승 또는 하강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3점 히치에 작업기를
연결하기 전에 깊이 조절이 "0"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0 깊이 조절
하중/깊이 조절기를 이 위치에 두면 작업기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1-4 혼합 조절
하중/깊이 조절기를 중간 위치에 두면 깊이 조절 및/
또는 하중 조절의 효과를 지면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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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중 조절
하중/깊이 조절기를 이 위치에 두면 작업기가 토질
저항감(토양 밀도)이 높을 때는 상승하고 토질
저항감이 낮을 때는 하강하여 미리 선택된 부하를
유지합니다.

플로트 위치
"플로트" 위치(게이지 휠을 사용하여 록크샤프트로
컨트롤되는 작업기의 경우)에서는 작업기가 트랙터에
상관없이 지면 굴곡에 따라 자유롭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플로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중/깊이를
"0"에 설정해 두고 히치 조절 레버(A)를 최대한 앞쪽
으로 미십시오.
A-히치 조절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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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동
전기 계통에 고장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록크샤프트
를 직접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플러그(A)를 떼어내십시오.
엔진을 가동시킨 다음 보호 캡(B)을 벗겨내십시오.
운전석에서 3점 히치를 원하는 위치가 될 때까지
스크류 드라이버로 스크류를 돌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3점 히치
트랙터에 텔레스코픽 드래프트 링크나 퀵 커플링(후크
타입) 드래프트 링크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센터 링크
B-리프트 링크
C-리프트 링크 조절용 크랭크1
D-드래프트 링크

1

두 리프트 링크에 조절 크랭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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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코픽 드래프트 링크 (옵션)
이러한 드래프트 링크는 카테고리 II 및 카테고리 IIIN
작업기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작업기의 히치가 용이하도록, 드래프트 링크를 뒤쪽
으로 확장시키십시오.
1. 록크 핀(A)를 들어

올리십시오.

2. 텔레스코픽 드래프트 링크(B)를 뒤쪽으로
당기십시오.

텔레스코픽 드래프트 링크

작업기를 드래프트 링크에 부착시키고 고정시킨 후에
록크 핀이 찰칵하고 걸릴 때까지 트랙터를 역주행
시키십시오.

퀵 커플링(후크 타입) 드래프트 링크
이러한 드래프트 링크는 카테고리 II 및 카테고리 III
작업기 볼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 볼은 정사이즈이여야 합니다.
히치 카테고리

볼 직경 (a)

II

56 mm (2.2 in.)

III

64 mm (2.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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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러 후크 사용 방법
레버(A)를 이용하여 커플러를 작동시키는 방법에는 손
으로 작동시키거나 조절 케이블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 커플러 후크가 단단히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레버(A)는 커플러 후크와 닿아 있어야 하고,
볼(B)에 현저한 움직임이 없어야 하고 핀(C)는
볼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커플러 후크의 수동 작동

조절 케이블에 의해 작동되는 커플러 후크의 경우,
작업기가 부착된 후 케이블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찰하십시오. 케이블이 과도하게 쳐지거나 덤불 또는
나뭇가지에 얽힐 경우 후크의 록크가 우연히 해제될 수
있습니다.
A- 레버
B- 볼
C- 핀

커플러 후크의 조절 케이블에 의한 작동

드래프트 링크 후크 록크 (옵션)
주의: 비대칭의 하중을 가진 작업기(예: 측면
장착 제초 장치)가 부착된 경우, 또는 무성한
수풀 또는 나무를 통과하여 주행할 때(예: 숲에서
작업할 때), 드래프트 링크의 록크가 갑자기
해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양 커플러 후크에 John Deere의 AL165485 록크 부품
키트를 사용하십시오.
A-록크 부품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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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러 후크가 “열린” 상태에서 록크할 수 있습니다.

커플러 후크를 다시 닫힌 상태로 만들기 위해 먼저
레버를 사각으로 해서 위로 당깁니다.

참고: 매우 무겁고 소형 작업기인 경우, 리프트 링크를
드래프트 링트의 뒤쪽 구멍에 부착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리프팅 높이는 낮아지지만 리프팅력
은 최대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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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히치에 장착 및 끌어당긴 작업기
연결
3점 히치에 장착하거나 끌어당긴 작업기를 연결할 때
노출된 캡 부위(화살표 참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주의: 주차 록크와 핸드 브레이크를 단단히 작동
시키지 않은 한 트랙터와 작업기 사이에 서 있지
마십시오.
중요: 처음으로 3점 히치에 장착하거나 끌어당긴 작업
기를 연결할 때는 작업기가 캡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작업기를 히치에 장착
한 경우, 최고 리프트 위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작업기를 끌어당긴 경우, 급회전할 때 주의하십
시오.
스윙형 연결봉이 설치된 경우 가까운 앞쪽에 고정시
키십시오. 스윙형 연결봉은 좌우로 흔들리거나 한쪽에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기를 연결할 때는 먼저 록크샤프트 하중/깊이 조절
기가 "0"(깊이 조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업기 수평 조절
작업기의 수평 조절은 리프트 링크 중 하나로 조절하고
전후 조절은 센터 링크로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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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링크
센터 링크는 조절 핸들(A)을 통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길이(B)는 530 mm(20.9 in.)에서 725 mm(28.5 in.)
사이여야 합니다.
규정 치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사홈에는
최대 허용 설정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리시버를 벗어날 만큼 풀지 마십시오. 조절이 끝나면
다시 핸들을 센터 링크 쪽으로 미십시오. 작업기
마스트와 센터 링크에 연결핀을 끼우고 고정하십시오.

A- 조절 핸들
B- 길이

퀵 커플링(후크 타입) 센터 링크
이러한 센터 링크는 카테고리 II 및 카테고리 III 작업기
볼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 볼은 정사이즈이여야 합니다.
히치 카테고리

볼 직경 (a)

II

50 mm (2.0 in.)

III

60 mm (2.4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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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러 후크 사용 방법
레버(A)를 이용하여 커플러를 작동시키는 방법에는
손으로 작동시키거나 조절 케이블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 커플러 후크가 단단히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레버(A)는 커플러 후크와 닿아 있어야 하고,
볼(B)에 현저한 움직임이 없어야 하고 핀(C)는
볼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커플러 후크의 수동 작동

A-레버
B-볼
C-핀

커플러 후크의 조절 케이블에 의한 작동

유압식 센터 링크 (옵션)
유압식 센터 링크의 길이는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도
선택 조절 밸브중의 하나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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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링크 위치
센터 링크는 세 위치 중 하나에 연결하여 트랙터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는 드는 높이는 최대이지만 드는
힘은 작으므로 쟁기로 작업할 때 사용하십시오.
가장 높은 위치는 드는 힘은 최대이지만 드는 높이가
낮으므로 다이렉트 드릴과 같은 장비로 작업할 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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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링크
링크를 짧게 하면 보다 큰 운반 틈새를 확보할 수
있으며 링크 길이를 길게 하면 작업 깊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업기의 수평 조절은 리프트 링크 하나로 조절합니다.
핸들(A)를 사용하여 링크를 조절합니다. 핸들(A)가
록크(B)를 벗어나도록 들어올리고 리프트 링크를
원하는 길이로 설정합니다. 조절을 마쳤으면 핸들(A)을
아래로 밀어넣고 록크(B)로 고정하십시오.
왼쪽 리프트 링크를 조절하려면:
• 조절 핸들가 장착된 링크는 오른쪽 링크의 조절방법
과 같습니다.
• 조절 핸들이 미장착된 링크는 드래프트 링크에서 리
프트 링크를 분리하고 리프트 링크의 안 또는 바깥
쪽에 있는 요오크 엔드(C)를 조이십시오.
링크의 길이(D)는 다음 제한값 이내여야 합니다.
나사홈에는 최대 허용 설정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시버를 벗어나게 나사를 풀어서는 안됩니다.
• 최소 길이 705 mm (27.8 in.)
• 최대 길이 865 mm (34.1 in.)

참고: 위의 리프트 링크 수치는 리프트 링크가 드래프
트 링크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수치입니다(수직
플로트 없음).
참고: 짧은 리프트 링크는 낮은 리프팅 높이 및 최대
리프팅력을 제공합니다.

A- 조절 핸들
B- 록크
C-요오크 끝
D-링크 길이

긴 리프트 링크는 높은 리프팅 높이 및 최대
리프팅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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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플로트 조절
철판의 위치로 수직 플로트를 허용하거나 플로트를
잠그도록 드래프트 링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A-수직 플로트
B-플로트 없음

스웨이 블록 (장착된 경우)
스웨이 블록(A)는 작동 및 운반동안 드래프트 링크가
보도를 침범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트랙터의 차선을 정확하게 따르는 작업기로 작업하는
경우 스웨이 블록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작업기(쟁기, 디스크 써레)로 작업시, 작동 위치에서
보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면, 퀵-록크 핀(B)을
탈거하고 스웨이 블록을 탈거하십시오.
이 위치에서 스웨이 블록이 장착된 경우 드래프트
링크는 작동 위치에서 흔들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운반
위치에서 스웨이는 록크됩니다.

고정바 (장착된 경우)
고정바는 핀(A) 및/또는 나사형 로드(B)를 이용하여
모든 카테고리에 맞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대체
볼트의 위치(C) 또한 카테고리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나사형 로드의 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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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A)가 필요없다면(드래프트 링크가 흔들릴 수 있도록
탈거한 경우), 튜브형 보관함에 보관하십시오.

고정 장치 (장착된 경우)
고정 장치는 체인(A)과 플랩 커버(B)를 통해 작동
됩니다. 플랩 커버(B)를 올리면 드래프트 링크에 수평
유격이 생기고 올리지 않으면 고정됩니다.
체인(A)이 짧으면:
올려진 위치에서는 드래프트 링크가 잠기고(경직)
내려진 위치에서는 수평 유격이 생깁니다.
체인(A)이 길면:
모든 위치에서 드래프트 링크가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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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딩 길이 조절 (옵션)
트랙터를 작업기의 가운데로 운전하십시오. 링(B)을
떼어내고 플랩 커버(A)를 들어올리십시오. 레버(H)를
사용하여 스프레딩 길이를 조절하십시오.
홈(G)은 카테고리 II의 스프레딩 길이를 표시하고
이것은 가장자리(화살표 참조)와 맞닿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레버(H)가 핀(C)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플랩
커버(A)를 아래로 내린 후 링(B)으로 고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스페이서(D)를 조절하십시오.
중요: 스프레딩 길이는 드래프트 링크(E)가 스웨이
블록(F)을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A-플랩 커버
B-링
C-핀
D-스페이서
E-드래프트 링크
F-스웨이 블록
G-카테고리 II에 해당하는 홈
H-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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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고정바 (옵션)
이러한 고정바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버튼(A)을
누르고 화면에서 드래프-링크의 좌우 기울기에 대한
드래프-링크 록크의 원하는 비율을 설정하십시오. 상부
섹터에서 드래프트 링크가 록크되고; 하부 섹터에서,
수평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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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고정바의 스프레딩 길이 조절
(옵션)
주의: 조절 및 시험은 수평인 도로에서 실시
하십시오! 경사지에서 실시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플로트 위치에서 비-플로트 위치로(또는
비-플로트 위치에서 플로트 위치로) 변경할 때
경사의 정도에 따라 작업기는 좌측 또는 우측
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작업기 레인지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1. 엔진에 시동을 거십시오.
2. 화면에서 표시 부분을 맨아래로 움직이십시오(이것은
드래프 링크를 전체 리프트 레인지에서
록크시킵니다).
3. 작업기의 양 부착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십시오.
4. 록크 핀(A)를 탈거하십시오.
5. 고정바의 조절 레버(B)를 이용하여 드래프트 링크의
거리를 측정값으로 조절하십시오. (a)와 (b)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6. 작업기를 3점 히치에 부착하십시오.
7. 설정을 점검하고 필요시 재조절하십시오.
• 좌우로 기울거나 프리로드가 없어야 합니다.
• (a)와 (b)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 스핀들은 세번째와 맨끝 홈보다 더 풀어서는 안됩
니다.

A- 록크 핀
B- 조절 레버
C- 홈

8. 조절 레버(B)를 저장 위치로 복귀시키고 록크 핀을
(A)를 장착하십시오.
9. 화면에서 원하는 값으로 록크를 설정하십시오.
10. 히치를 수차례 상승 및 하강시켜서 설정을 점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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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안전 커버
주의: PTO를 사용할 때만 PTO 캡(A)을 탈거
하십시오.
PTO로 구동되는 작업기를 탈거한 후에는 즉시
PTO 샤프트에 캡을 다시 씌우십시오.
작업기를 PTO에 연결할 때는 안전판(B)을 접으십시오.
작업기 설치가 끝나면 바로 안전판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 안전판이 그림처럼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PTO를 절대 작동하지 마십시오.

작동 지시 사항
유니버셜 조인트의 (a)와 (b) 각도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양 끝에서 가능한한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예: 급커브를 돌
때), 연속 속도 드라이브 샤프트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두 개의 개략도에서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가드가
누락돠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를 사용할
때 가드는 필수 요건입니다.
중요: “플러그-인” 타입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사용할 때
인터미디어트 샤프트의 양쪽에 장착된 포크는
수평으로 일직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1-Z-형 배치
2-W-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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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사양
중요: 입력 동력이 70 kW(95 hp)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기가 540 rpm으로 구동될 수
있습니다.
트랙터는 다음 PTO 사양중 하나를 장착하고 있을 것입
니다.
•
•
•
•

540 rpm PTO
540/1000 rpm용 가역식(Reversible) PTO
540/1000 rpm용 가변식(Shiftable) PTO
540/540E/1000 rpm용 가변식(Shiftable) PTO

추가로 1000 rpm 전방 PTO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PTO 속도
• PTO의 표준 속도 도달에 필요한 엔진 속도는 “제원”
의 “엔진” 단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방 PTO
주의: 양 전방 PTO 사양은 1000rpm의 정격
속도로 작동합니다. 21개의 스플라인(B)이 장착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PTO 뿐만 아니라
6개의 스플라인(A)이 장착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PTO도 이 속도에서 작동합니다.

참고: 전방 PTO의 회전 방향은 트랙터의 전진 주행
방향에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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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작동
주의: 사용하지 않을 때는 PTO를 항상 분리하십
시오.
주의: 관성이 높은 작업기는 PTO 조절 레버를
분리 위치로 변속하는 순간에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작업기가 관성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
에는 작업기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작업기가
정지하지 않는 한 작업기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참고: PowrQuad Plus 또는 AutoQuad Plus 변속기의
경우, PTO가 구동되는 동안 전자 엔진 속도
매칭을 Off 시켜야 합니다. “트랙터 운전”의 해당
변속기의 “설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PTO를 작동시키려면 스위치(A) 또는 (B)를 아래로
누른 다음 앞으로 미십시오. PTO를 정지시키려면
스위치를 뒤로 당기십시오.

참고: PTO가 구동되는 동안 엔진을 끄고 다시 시동
하더라도 PTO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표시등(C)은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PTO를 끄고
다시 시동하십시오.
AutoPowr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PTO가
여전히 작동하는 동안 운전자가 시트를 이탈하면 이를
경고하기 위해 경음기가 울립니다.
A- 후방 PTO 스위치
B- 전방 PTO 스위치 (옵션)
C-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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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PTO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레버(A)를 이용
하여 기어 트레인 부품이 불필요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PTO 기어를 분리시켜 두십시오.
기어 트레인을 분리시키기 위해, 레버(A)를 위로
당기고; 결합시키기 위해 레버를 아래로 미십시오.
중요: 엔진을 차단시킬 때만 PTO 기어를
결합하십시오.
A- 레버
1-분리
2-결합

전방 P. T. O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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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로 PTO 작동 (옵션)
후방 PTO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후방 PTO를 캡 외부에서 작동하려면 먼저 이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PTO 버튼(A)를 누르고 화면에서 원격
제어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스위치(B)로 후방
PTO를 작동시키십시오(현 단계에서는 PTO가 시동되지
않습니다; 비상등이 점멸됩니다). 이 절차를 한번 더
실행한 후 캡 외부에서 후방 PTO를 작동시키위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펜더에서 원격 제어 스위치(C)를 누르십시오. 후방
PTO가 천천히 시동됩니다(비상등이 꺼집니다. 뒤쪽
방향 지시등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4초 내에 원격 제어 스위치(C)에서 손을 떼십시오.
후방 PTO가 멈춥니다(비상등이 점멸됩니다).
후방 PTO를 장시간 작동하려면 뒤쪽 방향 지시등
(여전히 켜져있는)이 꺼질 때까지 적어도 4초 동안
원격 제어 스위치(C)를 누르십시오.
후방 PTO를 끄려면 원격 제어 스위치(C)를 작동
시키십시오-비상등이 점멸됩니다- 또는 캡에서 후방
PTO 스위치(B)를 누르십시오.

참고: 캡에서 후방 PTO를 켠 경우 원격 제어
스위치(C)로 후방 PTO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캡에서만 꺼진 후방 PTO를 다시 켤 수
있습니다.
A-PTO 버튼
B-후방 PTO 스위치
C-원격 제어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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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PTO 샤프트 교환
540 rpm 스터브 샤프트의 한쪽에는 540 rpm 구동을
위한 6개의 스플라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1000 rpm
구동을 위한 21개의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스터브 샤프트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1. 스냅 링(A)을 뽑고 스터브 샤프트를 당기십시오.
2. 스터브 샤프트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그리이스를
발라주십시오. 스냅 링을 쉽게 끼울 수 있도록
홈(B)이 있습니다.
3. 스냅 링(A)이 홈에 맞을 때까지 PTO 하우징에
스터브 샤프트를 끼우십시오.
4. 스냅 링(A)을 끼우십시오.

참고: 스터브 샤프트에 평평한 부분이 있어 스냅 링을
쉽게 빼고 끼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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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식 후방 PTO의 속도 변경
주의: PTO를 결합하기 전에 선택한 PTO 속도가
연결된 작업기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속도를 선택하면 작업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주의!
가변식 속도 변경 장치가 있는 PTO는 "PTO 작동"
단원에서 설명한 대로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변경하기 전에 PTO를 분리해야 합니다.
버튼(A)를 누르고 화면에서 원하는 속도를 선택
하십시오.
선택된 PTO 속도는 표시등(B)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작업기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엔진을 꺼야
합니다.
A- PTO 버튼
B- PTO 속도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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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로 구동되는 작업기 연결
주의: PTO로 구동되는 작업기를 연결하기 전에
엔진을 끄고 PTO를 분리하십시오.
주의: 관성이 높은 작업기는 PTO 조절 레버를
분리 위치로 변속하는 순간에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PTO를 분리하기 전에 작업기의 관성
이 없어져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의: PTO로 구동되는 장비, 히치 또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청소, 조절 또는 윤활하기 전에 PTO가
꺼지고 중지되었는지, 트랙터 엔진이 정지되었
는지 및 시동 키를 빼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1. 스윙형 연결봉(A)을 PTO 샤프트와 수평으로 맞추고
고정시키십시오.
2. PTO 샤프트의 한쪽 끝에서 연결봉의 구멍까지
거리(B)는 540 rpm PTO의 경우 350 mm
(13.8 in.), 1000 rpm PTO의 경우 400 mm
(15.7 in.)여야 합니다.
PTO 스플라인이 유니버셜 조인트 샤프트의 홈에 맞지
않으면 엔진을 끈 상태에서 PTO 조절 레버를 중립
("N")에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유압이 제거되어 PTO
샤프트를 손으로 회전시키고 맞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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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러스트
밸러스트 선택
주의: 웨이트를 취급할 때는 적절한 리프팅
도르래/호이스트를 사용하십시오.

주의: 프론트 및 리어 액슬 밸러스트를 결정할
때는 허용 가능한 액슬 부하 및 최대 허용 트랙터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양
참조).

트랙터의 안전과 성능을 위해 올바른 프론트 액슬
(프론트 웨이트)과 리어 액슬(휠 웨이트, 타이어에 액체
밸러스트 주입, 픽업 웨이트) 밸러스트를 사용하십시오.

설치와 최대 허용 웨이트 수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조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중량의 최소 20% 이상이 프론트 액슬에 있어야
합니다.

후륜 밸러스트
후륜 밸러스트는 운행시 10 내지 15% 정도의 휠 슬립
이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경작지 테스트는 연결봉
에서 가능한 최대 마력이 이 범위에서 발생함을 보여
줍니다.

• 타이어 마모 증가
• 연료 소모량 증가

후륜 밸러스트는 트랙터가 7 km/h(4.3 mph)의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 정격 엔진 속도에서 엔진이 완전 부하가
걸려서는 안됩니다. 7 km/h (4.3 mph) 이하의 속도에서
엔진이 과부하이거나 꺼지면 후륜 밸러스트가 너무
많습니다.

•
•
•
•

밸러스트가 너무 적으면:

참고: 각 후륜에 3개보다 많은 웨이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트랙터 폭 제한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밸러스트가 너무 많으면:

• 휠 스핀이 과도해져 동력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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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증가로 인해 동력 손실 발생
타이어와 기어박스의 과부하
토양 압축
연료 소모량 증가

밸러스트

후륜 슬립 측정
1. 타이어(A)에 표시합니다.
2. 지면(B)에 출발점을 표시합니다.
3. 작업기를 내린 상태에서 후륜이 10번 회전할
때까지 전진합니다(C).
4. 지면(D)에 다시 표시합니다.
5. 이제 작업기를 올리고 지면에 표시된 두 지점
사이를 다시 주행합니다. 두 표시점(E) 사이에서
회전 수를 기록합니다.
회전 수에 따라 휠 슬립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
•
•
•
•

10.0 회전 = 0% 휠 슬립
9.5 회전 = 5% 휠 슬립
9.0 회전 = 10% 휠 슬립
8.5 회전 = 15% 휠 슬립
8.0 회전 = 20% 휠 슬립
7.5 회전 = 25% 휠 슬립
7.0 회전 = 30% 휠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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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형 액슬에 웨이트 설치 (옵션)
주의: 퀵 캐치 웨이트를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리테이너 죠가 위쪽에 있도록 바퀴 위치를 조정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캡 스크류를 제거했을 때
웨이트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캡 스크류(A)로 휠 디스크에 첫번째 웨이트를
부착하십시오.
추가로 웨이트를 설치할 때는 리테이너 죠(B)가 위쪽에
있도록 휠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리테이너 죠에 웨이트
를 걸고 아래쪽부터 캡 스크류(C)로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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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에 액체 밸러스트 주입
타이어에 밸러스트를 주입하려면 휠을 들어올린 다음
타이어 밸브가 위쪽으로 오도록 돌리십시오. 타이어
밸브 마개를 떼어낸 다음 수도 밸브를 타이어 밸브
입구에 연결하십시오. 물이 주입되는 동안 수도 밸브의
측면 구멍을 통해 공기가 빠져나옵니다. 밸브의 배기
구멍에서 물이 나오면 주입을 중단하십시오. 타이어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타이어를 채우는데 보통
15 내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다음 공기 밸브를
조이고 규정압으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십시오.
필요한 액체 밸러스트 양은 타이어 크기와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나 타이어 제조업체
에 문의하십시오.
동절기에는 부동액을 첨가하십시오. 물과 염화 칼슘의
혼합비는 타이어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부동액은 고가탱크에서 주입할 수 있습니다. 보충 속도
를 높이려면 펌프를 사용하십시오(나중에 깨끗한 물로
펌프를 씻으십시오). -25°C 이하에서도 결빙되지 않게
하려면 86 리터(22.7 갤런)의 물에 34 kg(75 lb)의 염화
칼슘을 혼합하여 100 리터(26.4 갤런)의 부동액을
만드십시오. 이 부동액을 첨가하면 중량이 120 kg
(269 lb) 정도 증가됩니다. 혼합시 물에 염화 칼슘을
넣으십시오. 반대로는 섞지 마십시오. 이 부동액을
라디에이터에 보충하지 마십시오.

참고: 50 km/h(31 mph) 이상으로 변속이 가능한
트랙터에는 액체 밸러스트를 타이어에 주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 밸러스트 배출
휠을 들어올리십시오. 공기 밸브를 제거하고 물을 배출
하십시오.
타이어에 남아 있는 물을 없애려면 확장 호스를 사용
하여 드레인 튜브를 삽입하고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
하십시오. 공기압에 의해, 남아 있던 물이 타이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60-4

밸러스트

픽업 웨이트 재조립 (옵션)
주의: 아래 설명된 작업을 실시할 때는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주의: 웨이트를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데 사용
되는 장비의 지지력은 최소 900 kg(2000 lb) 또는
1150 kg(2535 lb)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 승인된 리프트 장비만 사용하십시오.
주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들어올려진
웨이트 아래 서 있지 마십시오.

참고: 웨이트 운반을 원활히 하려면 지게차를 이용해
미리 조립하십시오. 이때 지게차의 포크
지지력이 웨이트 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이스트를 이용해 센터 웨이트(A)를 평평한 표면에
내려놓으십시오.
센터 웨이트와 나란히 사이드 웨이트(B)를 놓고 지지축
(C)을 설치하십시오.
너트(D)를 300 N•m(220 lb-ft)으로 조이십시오.
3점 히치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핀(E)을 최대 길이로
조절하십시오.

센터 웨이트만 연결하는 경우에는 지지축의 양쪽 끝에
스페이서 브러싱(A)을 설치하십시오.
너트를 300 N•m(220 lb-ft)으로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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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kg(175 lb)짜리 기본 웨이트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양쪽에 스페이서(A)를 설치하십시오.
110 kg(240 lb)짜리 기본 웨이트에 연결할 경우에는
스페이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6각 소켓 스크류(C)를 끼우고 너트(B)를
조이십시오.

3점 히치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센터 링크 브라켓을
설치하십시오. 핀(A)을 끼워 고정하십시오. 스크류(B)가
픽업 웨이트에 닿을 때까지 센터 링크 브라켓쪽으로
조여 스크류의 깊이를 조절한 다음 스크류를 푸십시오.
센터 링크 브라켓에는 사용하지 않는 스페이서를
보관할 수 있는 우묵한 공간이 있습니다.
센터 링크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을 수
있으며 구멍(D)을 통해 웨이트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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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히치에 연결(후방 부착)

조절봉과 아이 볼트를 떼어내십시오.

주의: 드래프트 링크의 후크가 올바로
결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윙형 연결봉을 최단거리 위치에 놓고 측면으로
돌리십시오.

주의: 고정 핀을 모두 끼우십시오.

높이 조절 트레일러 히치(히치만)를 떼어내십시오.
픽업 웨이트에 센터 링크 브라켓을 설치하십시오.

주의: 트랙터 전방에 충분한 웨이트가 없으면
조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
프론트 로더).

픽업 웨이트쪽으로 트랙터를 후진시키십시오(다른
작업기를 연결할 때와 동일).

중요: 센터 링크를 결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고: 초대형 타이어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최대
길이로 리프트 링크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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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웨이트에 연결

지원 트랙터의 드래프트 링크에 픽업 웨이트를 매달고
픽업 웨이트가 연결될 트랙터 앞쪽으로 트랙터를 이동
하십시오.

주의: 지원 트랙터의 록크샤프트 깊이를 조절
하십시오.

참고: 픽업 웨이트를 장착하면 더 이상 기존 방식의
프론트 웨이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드래프트 링크의 후크가 올바로 결합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 웨이트쪽으로 픽업 웨이트를 내리십시오.
웨이트를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 전방 밸러스트 설치는 FWD가 장착된 트랙터만
허용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원 트랙터의 드래프트 링크에서
웨이트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먼저 고정 스크류를
끼우고 조인 후 아래 설명을 따르십시오.

중요: 허용 가능한 액슬 부하 및 타이어와 휠 림의 허용
용량을 준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취급설명서와 제조업체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연결시 센터 링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위험 구역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주의: 픽업 웨이트를 인계받을 트랙터의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주차 록크를
결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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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고정 스크류로 완전히 조이고 단단히 안착
되기 전까지 픽업 웨이트를 들어올린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고정 너트(A)가 기본 웨이트에
닿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스크류를 300 N•m(22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이제 드래프트 링크를 분리하고 웨이트를 받는 핀을
최대한 조이십시오.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로 픽업 웨이트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캐스트 아이릿으로 웨이트를 들어올리십시오.
웨이트가 기본 웨이트 위에 위치하면 고정 스크류로
조이십시오. 스크류로 고정될 때까지 호이스트를 분리
하지 마십시오.
고정 스크류를 300 N•m(22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주의: 고정 스크류로 완전히 조이고 고정 너트가
기본 웨이트에 닿을 때까지 픽업 웨이트를 들어
올린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주의: 시중에서 구입한 리프트 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 장비의 지지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
오.
주의: 승인된 리프트 장비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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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히치에 연결(전방 부착)

참고: 초대형 타이어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에는 픽업
웨이트를 좀더 높은 위치에 놓아야(예: 팔레트 위
등)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센터 링크를 결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드래프트 링크의 후크가 올바로 결합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픽업 웨이트에 센터 링크 브라켓을 설치하십시오.
다른 작업기를 연결할 때와 동일합니다.

주의: 고정 핀을 모두 끼우십시오.

3점 히치에 웨이트를 장착한 경우
중요: 항상 트랙터의 밸런스/밸러스트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3점 히치를 들어올린 상태로 운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지면과 닿지 않습니다.

중요: 화물 견인용 픽업 웨이트 앞에서는 절대로 히치
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트랙터를 주차할 때는 항상 지면에 픽업
웨이트를 내려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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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웨이트 설치
다음과 같은 기본 웨이트(A)와 추가 웨이트(B)의
조합을 트랙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웨이트 (A)

트랙터

75 kg

80 kg

110 kg 추가 웨이트
의 수

(165 lb)

175 lb

242 lb

6030

x

x

-

10

6130

x

x

-

10

6230

x

x

-

12

6330

x

x

-

14

6430

x

-

-

14

6430

-

x

-

16

6430

-

-

x

18

중요: 기본 웨이트의 경우 연결 캡 스크류(C)를 600
N•m(440 lb-ft)으로 조이고, 추가 웨이트(B)의
경우 스크류(E)를 230 N•m(17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추가 웨이트의 무게는 50 kg(110 lb)입니다. 웨이트가
10 kg(22 lb) 증가할 때마다 약 12 kg(26.5 lb) 정도
프론트 액슬 부하가 상승됩니다.
중요: 추가로 6개 이상 웨이트를 설치할 때는 죠(E)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표면에 자갈이 깔린 도로에서만 한쪽으로 비키거
나 견인하기 위해서는 죠 히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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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휠 사용(장착 용이)
이중 휠은 부양 목적으로 또는 토양 압축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의 리어 액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휠 너트의 조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느슨하면 규정된 토오크 값으로 다시 조이십시
오. "길들이기 기간" 또는 "정비 / 25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휠은 경작지에서만 사용이 권장되며 일반 도로
주행 전에 탈거해야 합니다.
중요: 리어 액슬에 이중 휠을 장착할 경우 휠 디스크
보강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이 디스크는 현장
맞춤하거나 협력업체의 장비인 드럼 디자인
커플링 시스템의 통합 부품으로 판매회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휠 교환
휠은 평평한 지면에서만 탈거하십시오. 트랙터가 굴러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머지 휠은 쵸크 블록으로
고정시켜두십시오.

전륜 트레드 조절
트랙터는 가역식 또는 조절식 휠 림을 장착할 수 있습
니다.

65-1

휠 트레드, 타이어

새로운 타이어 규격 표기
타이어 폭에 대한 이전 규격 표기는 점차 새로운
표기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전 규격 표기

새 규격 표기

12.4-24
13.6-24
14.9-24
16.9-24
11.2-24
12.4-28
13.6-28
14.9-28
16.9-30
18.4-30
16.9-34
18.4-34
13.6-38
14.9-38
16.9-38
18.4-38

320/85-24
340/85-24
380/85-24
420/85-24
280/85-24
320/85-28
340/85-28
380/85-28
420/85-30
460/85-30
420/85-34
460/85-34
340/85-38
380/85-38
420/85-38
460/85-38

공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아래의 표에는 이전 표기와
새로운 표기의 일부만 나열한 것입니다.

가역식 휠 림이 장착된 전륜 트레드 조절
휠 트레드는 트랙터의 반대편에 완전한 휠을
장착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이어 회전 방향을 유지시킵니다.

참고: 프론트 로더가 장착된 트랙터의 휠 트레드는
1.80 m (71 in.)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타이어
10.5/80-18

380/70-24

320/85-28

A

B

1582 mm

1749 mm

(62.3 in.)

(68.9 in.)

1616 mm

1720 mm

(63.6 in.)

(67.7 in.)

1524 mm
(60.0 in.)

2016 mm
(79.4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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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식 림이 장착된 전륜의 트레드 조절

참고: 프론트 로더가 장착된 트랙터의 휠 트레드는
1.80 m(71 in.)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전륜 트레드는 휠 림을 교체하거나 바꾸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면 트레드 폭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휠을 바꾸거나 트랙터의 반대쪽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휠을 서로 바꿀 때는 타이어 측면에
표시된 화살표가 앞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십시오.

림, 휠 디스크 및 스페이서의 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mm

1524

1552

1584

1616

1720

1748

1782

1812

1924

1952

1984

2016

(in.)

(60)

(61.1)

(62.4)

(63.6)

(67.7)

(68.8)

(70.2)

(71.3)

(75.7)

(76.9)

(78.1)

(79.4)

380/70-24

x*

x*

x*

x

x

x

x

x

x

x

x

x

380/85-24

x*

x*

x*

x

x

x

x

x

x

x

x

x

420/70-24

-

-

-

x

x

x

x

x

x

x

x

x

420/85-24

-

-

-

-

x

x

x

x

x

x

x

x

440/65-24

-

-

-

x

x

x

x

x

x

x

x

x

480/65-24

-

-

-

x*

x

x

x

x

x

x

x

x

480/70-24

-

-

-

-

x

x

x

x

x

x

x

x

540/65-24

-

-

-

-

x*

x*

x*

x

x

x

x

x

340/85-28

-

-

-

x

x

x

x

x

x

x

x

x

380/70-28

-

-

-

x

x

x

x

x

x

x

x

x

380/85-28

-

-

-

x

x

x

x

x

x

x

x

x

420/70-28

-

-

-

x*

x

x

x

x

x

x

x

x

480/65-28

-

-

-

-

x

x

x

x

x

x

x

x

520/60-28

-

-

-

-

x*

x*

x*

x

x

x

x

x

기타

x

x

x

x

x

x

x

x

x

x

x

x

Tires:

*피벗 펜더가 장착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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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륜 부착 너트 체결
전륜 트레드를 조절한 후 전륜 부착 너트(A)와 (B)를
조이십시오.
중요: 최초 4~8시간 운행 후 모든 전륜 부착 너트를
다시 조이십시오. 다음 100시간 운행 동안 수시로
너트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A-480 N•m (355 lb-ft)
B-250 N•m (185 lb-ft)

고정 펜더 조절

A-기본 플레이트 지지대
(휠 측)

B-기본 플레이트 지지대
(트랙터 측)

C-기본 플레이트 (트랙터 측)

펜더는 각각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번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펜더의 기울기, 폭, 높이는 타이어의
크기, 트레드 폭 및 조향각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D- 기본 플레이트 (휠 측)

조절을 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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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WD 액슬이 자유롭게 선회하도록 차량의 전방부를
들어 올리십시오.
2. 가장 적당한 펜더 장착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조향
휠을 양방향으로 돌리고 액슬을 선회시키십시오.
3. 펜더 위치를 조절하여 최소 간극(그림 참조)이
되도록 하십시오. 트랙터의 프레임과 닿아서는
안됩니다.
A= 40 mm (1.57 in.), B= 60 mm (2.36 in.)

4. 또한 휠과 펜더가 트랙터의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하기위해 스티어링 스톱을 조절하십시오.

다음의 토오크 값으로 나사를 조이십시오:
나사(A)
나사(B)
나사(C)

140 N•m (105 lb-ft)
140 N•m (105 lb-ft)
190 N•m (140 lb-ft)

A- 캡 나사, 베이스 플레이트 지지대
B- 캡 나사, 배이스의 배이스 플레이트
C- 6각 소켓트 나사, 너클 하우징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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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 펜더 조절

A-조절 암 지지대 (휠 측)

B- 조절 암 지지대 (트랙터
측)

펜더는 각각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번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펜더의 기울기, 폭, 높이는 타이어의
크기, 트레드 폭 및 조향각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C와 D 사이에서 위치를 변경시킨다면 조절 부품을

C-피벗 플레이트 (트랙터 측)
D-피벗 플레이트 (휠 측)

E-조절 암

회전시키십시오 (트랙터의 반대편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조절 암(E)의 앞-뒤 각도를
조절하십시오. 조절을 하기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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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WD 액슬이 자유롭게 선회하도록 차량의 전방부를
들어 올리십시오.
2. 가장 적당한 펜더 장착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조향
휠을 양방향으로 돌리고 액슬을 선회시키십시오.
3. 펜더 위치를 조절하여 최소 간극(그림 참조)이
되도록 하십시오. 트랙터의 프레임과 닿아서는
안됩니다.
A= 40 mm (1.57 in.), B= 60 mm (2.36 in.)
4. 조향 휠을 완전히 회전시키고 액슬을 선회시킬 때
가장자리에 걸리지 않도록 펜더 스톱을 조절하십시
오. 펜더가 프레임에 부딛히기 전에 스톱이 트랙터
의 프레임에 닿는지 확인하십시오.

5. 또한 휠과 펜더가 트랙터의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하기위해 스티어링 스톱을 조절하십시오.

다음의 토오크 값으로 나사를 조이십시오:
나사(A)…………….140 N•m (105 lb-ft)
나사(B)…………….300 N•m (220 lb-ft)
나사(C)…………….140 N•m (105 lb-ft)
나사(D)…………….190 N•m (140 lb-ft)
A-캡 나사, 조절 암 지지대
B-캡 나사, 조인트 조절암
C-캡 나사, 베이스의 피벗 플레이트
D- 6각 소켓트 나사, 너클 하우징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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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형 액슬이 있는 후륜 트레드
조절
중요: 타이어 측면부와 펜더 사이의 거리는
50 mm (1.97 in.) 이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이어 바닥면과 펜더 사이의 거리는
60 mm (2.36 in.) 이하여서는 안됩니다.
림의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바꾸는 방법으로 또는
휠 디스크를 바꾸는 방법으로 후륜 트레드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A-500 N•m (370 lb-ft)
B-250 N•m (185 lb-ft)

휠을 바꿀 때는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해야
하며 측면부의 화살표가 전진 회전 방향을 가리키
도록 해야 합니다.
조절이 끝난 후에는 규정 토오크로 휠 고정 볼트를
조이십시오("길들이기 기간" 단원 참조).
다른 트레드 설정을 얻기 위한 후륜 디스크와 림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트레드 설정을 변경
하기 전에 이러한 그림을 이해하면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중요: 휠 트레드를 조절했으면 4~8시간 운행 후에
모든 휠 부착 너트를 다시 조이십시오. 다음
100시간 운행 동안 자주 너트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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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과 휠 디스크의 위치

트레드 폭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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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 폭
림, 휠 디스크 및 스페이서의 위치 (이전 도해 참조)
1

2

3

4

5

6

7

8

9

mm

1510

1612

1642

1676

1706

1816

1846

1880

1910

6030-6330 (in.)

(59.4)

(63.5)

( 64.6)

( 66.0)

( 67.2)

( 71.5)

(72.7)

(74.0)

(75.2)

420/85-30

-

x

x

x

x

x

x

x

x

460/85-30

-

x

x

x

x

x

x

x

x

420/85-34

-

x

x

x

x

x

x

x

x

460/85-34

-

x

x

x

x

x

x

x

x

480/70-34

-

x

x

x

x

x

x

x

x

520/70-34

-

-

-

-

x

x

x

x

x

540/65-34

-

-

-

x

x

x

x

x

x

340/85-38

x

x

x

x

x

x

x

x

x

380/85-38

x

x

x

x

x

x

x

x

x

420/85-38

-

x

x

x

x

x

x

x

x

460/85-38

-

x

x

x

x

x

x

x

x

480/70-38

-

x

x

x

x

x

x

x

x

520/70-38

-

-

-

x

x

x

x

x

x

540/65-38

-

-

-

x

x

x

x

x

x

600/65-38

-

-

-

-

-

x

x

x

x

트랙터

Tires

트랙터

mm

1622

1724

1754

1788

1818

1928

1958

1992

2022

6430

(in.)

(63.9)

(67.9)

( 69.1)

(70.4)

(71.6)

( 75.9)

(77.1)

(78.4)

(79.6)

420/85-34

x

x

x

x

x

x

x

x

x

460/85-34

x

x

x

x

x

x

x

x

x

380/85-38

x

x

x

x

x

x

x

x

x

420/85-38

x

x

x

x

x

x

x

x

x

460/85-38

x

x

x

x

x

x

x

x

x

480/70-38

x

x

x

x

x

x

x

x

x

520/70-38

-

x

x

x

x

x

x

x

x

540/65-38

-

x

x

x

x

x

x

x

x

600/65-38

-

-

-

-

x

x

x

x

x

650/60-38

-

-

-

-

x

x

x

x

x

Tires

참고: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원동기의 폭이 2.55 m(100 in.)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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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타이어의 수명을 늘리고 성능을 높이려면 적절한
타이어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고 공기압이 높으면
주행력이 떨어지고 휠 슬립이 높아집니다.

트랙터 모델, 타이어 크기 및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판매회사나 타이어 제조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작업 조건과 하중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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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장착
타이어를 휠이나 림에 장착할 때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타이어가 폭발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장비와
충분한 장착 경험이 없다면 타이어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장착은 판매회사나 자격을 갖춘
타이어 정비소에서 실시하십시오.
림에 타이어 비드를 안착시킬 때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규정한 최대 허용 타이어 압력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허용 압력을 초과하면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 비드나
심지어 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대 권장 압력에
도달했을 때 양쪽 비드가 안착되지 않으면 타이어의
공기를 빼고 다시 장착하고 비드를 윤활한 다음 다시
공기를 주입하십시오.
자세한 농업용 타이어 장착 지침과 필요한 안전 예방
수칙은 타이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50 km/h(31 mph)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 (옵션)
50 km/h(31 mph)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승차감을
높이려면 후륜에 타이어를 장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타이어의 백색 표시를 림 가장자리의 "B" 표시와
맞추십시오.
장착하려는 타이어에 백색 표시가 없으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2. 트랙터를 시험 주행합니다. 승차감이 고르지 못하면
타이어를 90도 돌리십시오.
3. 트랙터를 시험 주행합니다. 여전히 승차감이 좋지
않으면 다시 타이어를 90도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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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조합(최대 40 km/h; 25 mph)
•
•
•
•

전륜 대 후륜의 크기 비율은 1.5에서 4% 정도 전륜이
양의 값으로 리드하도록 정확히 결정합니다. 양의 전륜
리드값이 1% 미만이되거나 7%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가 변형되거나 이상 마모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바꿀 때 정확하게 비율을 맞추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907
1,943
1,990
2,028

AutoPowr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AP라는
철자가 표시되어 있는 변속비만 적용하십시오.

트랙터 데이터 확인:
타이어 데이터 확인:

1. 디퍼렌셜 기어쌍의 변속비. 이 정보는 변속기 형식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어쌍이 가능합니다:
기어쌍
49/11
47/10
53/10
51/9
47/8

이 정보는 타이어 제조회사 매뉴얼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적합한 하중 지지력이 있는 타이어를 선택하십시오.

변속비
4,455
4,700
5,300
5,667
5,875

2. 트랙터 최고 속도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십시오.
3. 본 취급설명서를 통해 후륜에 적합한 타이어 회전
원주를 확인하십시오.
4. 본 취급설명서를 통해 전륜에 적합한 타이어 회전
원주를 확인하십시오.

2. 프론트 액슬의 변속비. 이 정보는 프론트 액슬 형식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속비가 가능합니다:

다음 데이터 확인:

• 13,125
• 15,692

중요: 전륜 타이어의 최대 반경은 6130 및 6230
트랙터의 경우 SRI 625 mm(24.6 in.), 6330 및
6430트랙터의 경우 SRI 650 mm(25.6 in.) 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3. FWD 액슬용 기어쌍의 변속비(출력). 이 정보는
변속기 일련 번호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속비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새로 타이어 쌍을 장착할 경우 기본 제어
장치(BCU)를 재보정해야 합니다; AutoPowr가
장착된 트랙터인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러(UIC) 및 지면 속도 센서(레이더)를
재보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1,446 AP
1,465 AP
1,497 AP
1,532 AP
1,564 AP
1,597 AP
1,625 AP
1,658
1,692
1,725
1,760
1,795
1,833
1,870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전체 변속비를 계산하십시오:

65-13

휠 트레드, 타이어

A1 * I1 * I3 * 100
I = —————————
A2 * I2 * 102.75

샘플 계산
이 샘플 계산의 의도는 6430 트랙터에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600/65-38 및 540/65-24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A1 = 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
A2 = 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
I1 = 리어 액슬비(6530 및 6630 트랙터: 7.0714,
6830 및 6930 트랙터: 6.40)
I2 = 프론트 액슬의 변속비
I3 = 디퍼렌셜 기어쌍의 변속비
계산된 변속비
(양의 전륜 리드값 1.5 4.0%에 해당)
1,428 – 1,451
1,452 – 1,479
1,480 – 1,514
1,515 – 1,548
1,549 – 1.580
1,581 – 1,614
1,615 – 1,645
1,646 – 1,672
1,673 – 1,711
1,712 – 1,739
1,740 – 1,779
1,780 – 1,812
1,813 – 1,853
1,854 – 1,886
1,887 – 1,926
1,927 – 1,964
1,965 – 2,011
2,012 – 2,062

1. 디퍼렌셜 기어쌍의 변속비는 5.667입니다.
2. 프론트 액슬의 변속비는 15.692입니다.
3. 전륜 구동 액슬에 대한 기어쌍의 변속비는
1.833입니다.

필요한 기어쌍의 변속비
(양의 전륜 리드값의
바람직한 평균값에 해당)
1,446
1,465
1.497
1,532
1,564
1,597
1,625
1,658
1,692
1,725
1,760
1,795
1,833
1,870
1,907
1,943
1,990
2,028

4. 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는 5263 mm(207.2 in.)
입니다.
5. 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는 3923 mm (154.4 in.)
입니다.
6. 전체 변속비를 계산하십시오.
3923 * 7,0714 * 5,667 * 100
—————————————— = 1.852
5263 * 15,692 * 102.75
필요한 기어쌍의 비율은 1.833이어야 합니다.

전체 변속비에 맞는 기어쌍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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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조합(최대 50 km/h; 31 mph) (옵션)
4. 본 취급설명서를 통해 전륜에 적합한 타이어 회전
원주를 확인하십시오.

전륜 대 후륜의 크기 비율은 1.5에서 4% 정도 전륜이
양의 값으로 리드하도록 정확히 결정합니다. 양의 전륜
리드값이 1% 미만이되거나 7%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가 변형되거나 이상 마모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바꿀 때 정확하게 비율을 맞추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다음 데이터 확인:
중요: 전륜 타이어의 최대 반경은 6130 및 6230
트랙터의 경우 SRI 625 mm(24.6 in.), 6330 및
6430트랙터의 경우 SRI 650 mm(25.6 in.) 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트랙터 데이터 확인:
1. 디퍼렌셜 기어쌍의 변속비. 이 정보는 변속기 형식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어쌍이 가능합니다:
기어쌍
47/10

새로 타이어 쌍을 장착할 경우 기본 제어
장치(BCU)를 재보정해야 합니다; AutoPowr가
장착된 트랙터인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러(UIC) 및 지면 속도 센서(레이더)를
재보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변속비
4,700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전체 변속비를 계산하십시오.

2. 프론트 액슬의 변속비. 이 정보는 프론트 액슬 형식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속비가 가능합니다:

A1 * I1 * I3 * 100
I = —————————
A2 * I2 * 102.75

• 15,692

A1 =
A2 =
I1 =
I2 =
I3 =

3. FWD 액슬용 기어쌍의 변속비(출력). 이 정보는
변속기 일련 번호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속비가 가능합니다:
•
•
•
•
•
•
•

1,446
1,465
1,497
1,532
1,564
1,597
1,625

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
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
리어 액슬비(7.0714)
프론트 액슬의 변속비
디퍼렌셜 기어쌍의 변속비

전체 변속비에 맞는 기어쌍을 확인하십시오.
계산된 변속비
(양의 전륜 리드값 1.5 4.0%에 해당)
1,428 – 1,451
1,452 – 1,479
1,480 – 1,514
1,515 – 1,548
1,549 – 1.580
1,581 – 1,614
1,615 – 1,645

타이어 데이터 확인:
1. 적합한 하중 지지력이 있는 타이어를 선택하십시오.
2. 트랙터 최고 속도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십시오.
3. 본 취급설명서를 통해 후륜에 적합한 타이어 회전
원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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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어쌍의 변속비
(양의 전륜 리드값의
바람직한 평균값에 해당)
1,446
1,465
1.497
1,532
1,564
1,597
1,625

휠 트레드, 타이어
샘플 계산

5. 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는 3923 mm (154.4 in.)
입니다.

이 샘플 계산의 의도는 6430 트랙터에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600/65-38 및 540/65-24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전체 변속비를 계산하십시오.
3923 * 7,0714 * 4.700 * 100
—————————————— = 1,536
5263 * 15,692 * 102.75

1. 디퍼렌셜 기어쌍의 변속비는 4.700입니다.
2. 프론트 액슬의 변속비는 15.692입니다.

필요한 기어쌍의 비율은 1.532이어야 합니다.

3. 전륜 구동 액슬에 대한 기어쌍의 변속비는
1.532입니다.
4. 후륜 타이어의 회전 원주는 5263 mm(207.2 i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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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장비
선택 조절 밸브
트랙터에는 디럭스(300 시리즈) 선택 조절 밸브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상승" 및 "하강" + "플로트 위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 조절 레버를 수동으로 움직일 때까지
"상승" 또는 "하강"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록크 기능
(A)이 있습니다.
또한 오일 회로내의 압력이 미리 결정된 값에 도달할
때까지(예: 원격 조정 실린더가 끝 위치에 도달할 때)
"상승" 또는 "하강" 위치에 조절 레버를 고정할 수 있는
추가 록크 기능(B)이 있습니다.

A- 록크 기능 (수동)
B- 록크 기능 (압력 제어)
C- 록크 기능 없음

록크 기능은 (C) 위치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절
레버를 풀면 즉시 "중립"으로 돌아갑니다.
작업기(예: 유압 실린더)를 연결할 때 커플러의 심볼에
따라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 조절 밸브가 장착
된 경우 엔진이 차단되었을 때 누출에 의한 압력 손실
(예: 실린더 복귀)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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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조절 밸브에서 압력 한계치
조절
참고: 모든 선택 조절 밸브는 공장에서 18000kPa (180
bar; 2610 psi)로 조절되어집니다.
록크 기능에 있는 선택 조절 밸브 스위치를 너무 일찍
끄거나(조절 레버를 너무 일찍 중립위치 시킴) 너무
늦게 끄거나 켠 상태로 두면(레버를 너무 늦게 중립
위치 시키거나 아예 중립위치 시키지 않음),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A- 록크 기능
B- 유량 조절 밸브
C- 마개

1. 유압 호스를 커넥터에서 분리시키십시오(장착된
경우).
2. 록크 기능(A)(최대한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결합
시키고 유량 조절 밸브(B)를 중앙 위치로 움직이십
시오.
3. 마개(C)를 빼고 1.5 mm (0.06 in.) 육각 렌치를 삽입
합니다.
4. 엔진에 시동을 걸고 나사를 최대한 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5. SCV 조절 레버를 “상승” 또는 “하강” 위치로 움직이
십시오(조절 레버는 “상승” 또는 “하강”에 위치합니
다).
6. 조절 레버가 중립으로 복귀할 때까지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참고: 한바퀴 회전마다 약 2000 kPa (20 bar; 290 psi)의
압력 변화가 있습니다.
7. 마개를 재장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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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선택 조절 밸브용 레버
조절 레버에는 네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외부 실린더는 레버가 "수축" 위치로 이동될 때 수축
됩니다. 외부 실린더는 레버가 "확장" 위치로 이동될 때
확장됩니다. 외부 실린더는 레버가 "중립"에 있을 때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레버가 "플로트" 위치(예: 피스톤
이 외부 실린더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에 있으면
장착된 작업기가 지면의 굴곡에 따라 상하로 움직입
니다.

참고: 추가로 외부 밸브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유압
기능을 끌 때 조절 레버를 중립으로 이동하십
시오.
A-수축
B-확장
C-중립 위치
D-플로트 위치

70-3

추가 장비

전자식 선택 조절 밸브용 레버
(옵션)
조절 레버에는 네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외부 실린더는 레버가 "수축" 위치로 이동될 때 수축
됩니다. 외부 실린더는 레버가 "확장" 위치로 이동될 때
확장됩니다. 외부 실린더는 레버가 "중립"에 있을 때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레버가 "플로트" 위치(예: 피스톤
이 외부 실린더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에 있으면
장착된 작업기가 지면의 굴곡에 따라 상하로 움직입
니다. 이 위치를 위해 레버를 최대한 “수축” 위치로
움직이고, 레버를 아래로 누른 다음 앞으로 누릅니다.

A-수축
B-확장
C-중립 위치 (“수축” 과 “확장” 사이)
D-플로트 위치

참고: 추가로 외부 밸브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유압
기능을 끌 때 조절 레버를 중립으로 이동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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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선택 조절 밸브의 추가 기능
(옵션)
중요: E-ICV의 경우 장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선택 조절 밸브 버튼(A)를 누르고 ICV를 선택한 다음
“다음 페이지”(B)를 누르십시오; 이제 프론트 로더 심볼
(C)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마십시오.
A- 선택 조절 밸브용 버튼
B- “다음 페이지”
C- 프론트 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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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록크 (옵션)
버튼(A)을 누르면 모든 선택 조절 밸브(E-SCV)가 동시
에 록크됩니다(운반 록크). 이 때 표시등(C)이 켜집니다.
조절 밸브는 모두 중립 위치로 움직입니다.
버튼(B)을 누르면 다기능 레버의 모든 선택 조절 밸브
(E-ICV)가 동시에 록크됩니다(운반 록크). 이 때 표시등
(D)이 켜집니다. 조절 밸브는 모두 중립 위치로
움직입니다.
A- 운반
B- 운반
C- 운반
D- 운반

록크
록크
록크
록크

버튼 (E-SCV)
버튼 (E-ICV)
표시등 (E-SCV)
표시등 (E-I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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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값 조절 (옵션)
E-SCV 및 E-ICV의 경우 다음의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 최대 유량
• 자동 차단 시간
SCV 버튼(A)를 누르고 다음의 화면에서 실렉터 휠을
이용하여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최대 유량값은 0.1의 오차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0.2, 최대:10 입니다.
차단 시간은 0과 무한대 사이에서 가변적인 오차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의 뜻: 자동 차단 없음.

참고: (B)를 작동시키면, 각각의 SCV에서의 최대 유량
의 설정값 및 차단 시간이 양 방향(확장/수축)
에서 일치합니다. (C)를 작동시키면 움직임 의 양
방향값은 각각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림 참조).
A- 선택 조절 밸브용 버튼
B- 함께 설정
C- 각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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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정 (옵션)
SCV 버튼(A)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B)를 선택
하십시오.
이 화면에서 SCV의 응답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Linear”는 SCV에의해 주행한 거리는 조절 레버/ 다
기능 레버에의해 주행한 거리와 일치함을 의미합니
다.
• “Progressve”는 처음에 SCV에의해 주행한 거리는
조절 레버/ 다기능 레버(움직일 때 더 민감한 시작을
가능하게 함)에의해 주행한 거리보다 적음을 의미합
니다.
• “Combination”은 상기 명시된 두 개의 설정의 중간
단계입니다.
또한 전기 다기능 레버를 이용하여 프론트 로더 또는
프론트 장착 작업기를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E-ICV의 경우 장비(프론트 로더 또는 프론트 장착
작업기)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선택 조절 밸브용 버튼
B- “다음 페이지”
C- Linear
D- Combination
E- Pro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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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차단 (옵션)
SCV의 경우 운반 록크가 작동하지 않고 차단 시간이
0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이 적용됩니다:
최대 확장 또는 수축 위치에 있는 SCV 조절 레버
(화살표 참조)가 저항점을 지나치면 (명확한 “딸깍”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원격 실린더는 설정
제한 위치로 움직이고 설정 차단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위치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원격 실린더
는 중립 위치로 움직입니다.
이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취소됩니다:
• SCV 조절
을 때
• SCV 조절
의 위치를
• SCV 조절

레버가 1초내에 중립 위치로 복귀하지 않
레버가 차단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립
이탈할 때
레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기 언급한 모든 경우에 SCV는 SCV 조절 레버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
자동 차단을 재작동시키기 위해 저항점을 지나친 상태
에서 SCV 조절 레버를 역순환시킨 다음 다시 저항점을
지나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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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레버
다기능 레버(A)는 두 개의 SCV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버튼(B)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 스위치(C)는 변속기의 기어를 변속시킵니다.
슬라이드 조절기(D)는 레버를 록크시킵니다.
레버(A)를 뒤로 당기면 프론트 로더가 올라갑니다.
저항점에 도달하기 전에 레버를 앞으로 밀면 프론트
로터가 내려갑니다. 저항점을 지나친 상태에서 레버를
앞으로 밀면 멈춤쇠에 걸리고 플론트 로더는 플로트
위치에 있게 됩니다.
레버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로더 버킷이 위로 틀어 올려
집니다. 레버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로버 버킷이
아래로 틀어 쏟아냅니다.
A- 다기능 레버
B- 3, 4, 5번째 기능용 버튼
C- 기어변속 버튼
D- 운반 록크 슬라이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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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레버(전기식) (옵션)
중요: 프론트 로더를 작동시키기 전에 걸림쇠의 위치에
프로그램된 시간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이 경우 설정은 ”로더 작동”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단원의 “전자 선택 조절
밸브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다기능 레버(A)는 두 개의 SCV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록커 스위치(B)를 이용하여 추가 SCV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3번째 기능).
A- 다기능 레버
B- 록커 스위치, 3번째 기능
C- 연동 스위치 액츄에이터
D- 스위치, 4번째 기능
E- 스위치, 5번째 기능

(D)와 (E) 스위치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동 스위치 액츄에이터(C)는 다기능 레버의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레버는 액츄에이터가
열렸을 때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손으로
잡아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을 연동 스위치
액츄에이터에 둔 후에 로더에 응답이 없다면, 액츄에이
터가 열렸을 때 레버가 중앙 걸럼쇠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통을 작동시키기 위해 레버를
중앙 걸림쇠 위치로 복귀시키십시오.
레버를 중립 위치에 10분이상 둔다면 유압 기능은
록크될 것입니다. 이 록크를 해제시키기 위해
액츄에이터에서 손을 뗀후 다시 손을 집어넣으십시오.
오작동인 경우(예: 계통의 부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계통을 또한 상기 절차로
완전히 재작동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재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레버(A)를 뒤로 당기면 프론트 로더가 올라갑니다.
저항점에 도달하기 전에 레버를 앞으로 밀면 프론트
로터가 내려갑니다. 저항점을 지나친 상태에서 레버를
앞으로 밀면 멈춤쇠에 걸리고 플론트 로더는 플로트
위치에 있게 됩니다.
레버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로더 버킷이 위로 틀어
올려집니다. 레버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로버 버킷이
아래로 틀어 쏟아냅니다.
저항점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두번 지나친 상태에서
레버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로더 버킷은 흔들거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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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절기에는 짧은 시간내에 로더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도가 –15℃ (5℉)이하로 떨어지면
붐, 버킷, 그래플 작동 밸브용 스텝퍼 모터가
느려지고 함께 기능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자동으로 내부 웜엄 모드에 들어가고
기능을 다시 재개할 때까지 스텝퍼 모터를 웜업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밸브는 외부에 장착되어
있고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ICV
조절 밸브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또는
트랙터를 운반할 때, 로더를 작동시키기 전에
스텝퍼 모터를 웜업시켜야 합니다. 웜엄 시간은
날씨 상태에 따라 달라지 겠지만 수분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실린더 작동 비율
속도의 감소/상승은 하중 조절 밸브(A)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 원격 실린더의 완전 확장 및 수축은 적어도
1.5초이상은 걸려야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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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러
주의: 유압 계통에는 최대 20000 kPa(200 bar;
2900 psi)의 대기 압력이 있습니다. 취급자의
안전과 시스템 보호를 위해 John Deere
순정부품만 사용하십시오.
커플러를 사용하면 커플러가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도
오일 누출 없이 유압 호스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나 사고시에 커플러에서 호스가 빠지게 되면
커플러를 통한 오일 흐름이 즉시 차단됩니다.
호스 유니온을 연결하려면 커플러쪽으로 단단히
누르십시오.

참고: 연결시 커플러의 심볼을 준수하십시오.
호스를 분리하려면 세게 당기십시오.

호스 유니온
사용하는 호스 유니온은 ISO 표준을 따르는 제품
이어야 합니다.
치수(A)는 23.66 ~ 23.74 mm(0.931 ~ 0.934 in.)
사이여야 합니다.
치수(B)는 최소 24 mm(0.945 in.)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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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허용 오일 인출
필요하면 6530 및 6630 트랙터의 경우 추가로 10 리터
(2.6 U.S. gal.)를, 6830 및 6930 트랙터의 경우 추가로
15 리터(4.0 U.S. gal.)를, 변속기 케이스에 보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출될 수 있는 양도 증가 하게
됩니다. 유량 점검창의 최대 표시부 이상으로 오일량이
증가하면 40 km/h (25mph) 이상의 속도로 운반하지
마십시오.

덤프 트레일러에 사용되는 것처럼 대형 유압 실린더를
작동시킬 경우 10 리터(2.6 U.S. gal.)의 오일이 연결
라인을 통해 변속기 케이스에서 인출될 수 있습니다.
변속기 케이스의 오일량이 유량 점검창의 최소 표시부
에 있으면 10 리터가 인출되고, 오일량이 최대 표시부
이상에 있으면 6530 및 6630 트랙터의 경우 추가로 5
리터(1.3 U.S. gal.)가, 6830 및 6930 트랙터의 경우
추가로 10 리터(2.6 U.S. gal.)가 인출될 수 있습니다.

오일이 인출되는 동안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18도 이상
트랙터가 경사지지 않게 하십시오. 트랙터가 18도 이상
경사지면 인출되는 오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출 결과로 최소 표시부 이하로 오일량이 떨어질 때는
견인, PTO 작동 또는 고속 주행 등의 심한 작업은
피하십시오.

오일 보충시에는 John Deere HY-GARD® 변속기 및
유압 오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HY-GARD는 Deere & Company의 상표입니다.

유압식 모터의 오일 인출
중요: 외부 밸브를 이용하여 유량 비율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중 조절 밸브(A)를 이용하십시오.
변속기/유압 오일의 최대 허용 오일량은 트랙터의 모델 및
트랙터에 장착된 유압 펌프의 크기에 달려있습니다.
펌프 크기

유량 비율

28 ㎤(1.7 cu.in.)

71 l/min(18.8 gpm)

41 ㎤(2.5 cu.in.)

104 l/min(27.5 gpm)

45 ㎤(2.7 cu.in.)

114 l/min(30.1 gpm)

엔진에 시동을 끄십시오. 해당 SCV 조절 레버를 “플로트”
위치로 움직이십시오. 유압 호스를 유압 모터에 연결하십
시오. 커플러의 심볼을 준수하십시오.
엔진에 시동을 거십시오. 조절 레버를 “하강”으로 움직이
십시오. 유압 모터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 조절 레버를
“플로트” 위치로 움직이십시오. 엔진에 시동을 끄고 유압
호스를 분리하십시오.
중요: 조절 레버를 “중립” 위치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는
역압력을 발생시켜 유압 모터 및 호스를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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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압력 리턴 회로
이 연결은 무압력 오일 리턴을 보장합니다.
해당 액세서리는 판매회사에 문의바랍니다.

보조 오일 탱크 (옵션)
보조 오일 탱크(A)의 용량은 14 리터(3.7 US.gal.)
입니다.
보조 오일 탱크(A)는 대형 덤프 트레일러에 사용되거나
대형 유압 실린더를 작동시키기 위해 다량의 오일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15 리터(또는 10 리터를 추가로 보충한 경우에는
25 리터) 이상 인출되는 경우 엔진 속도는 1500 rpm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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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식 연결봉
스윙형 연결봉은 모든 작업기, 특히 PTO로 구동되는
작업기의 견인에 사용됩니다.
연결봉 히치의 위치는 리어 액슬의 부하는 높이고
동시에 프론트 액슬의 부하는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결봉의 스윙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결봉의 최대 허용 부하는 "사양" 단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필요시 일부 구성 부품은 John Deere
정비업체에서 마모 점검 및 교환해야합니다
(“정비/500시간 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일반 도로 견인시, 스윙형 연결봉을 한쪽으로
고정하지 마십시오!

연결봉의 올바른 사용법
중요: 연결봉을 사용할 때는 지역 교통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적당하고 승인된 히치 핀만
사용하십시오. 연결봉은 그림에서처럼만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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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형 연결봉 조절
스윙형 연결봉의 위치는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50 mm(9.8 in.), 350 mm(13.8 in.), 400 mm(15.7 in.)및
550 mm(21.7 in.)

참고: 550 mm(21.7 in.)는 6830 및 6930 트랙터의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길이를 결정할 때는 PTO 샤프트의 끝단과 스윙형
연결봉의 장착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십시오.
1. 육각 스톱퍼(A)를 빼내십시오.
2. 고정핀(B)을 빼내십시오.
3. 연결봉(C)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고정핀을
체결하십시오.
4. 육각 스톱퍼(A)를 250 N•m(185 lb-ft)으로
조이십시오.

3점 히치용 툴바 (옵션)
툴바(A)는 경량형인 카테고리 II 작업기를 연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클램프(B)를 통해 드래프트 링크에 단단히
또는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고정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죠 히치
죠 히치에는 기본 웨이트(A)와 추가 밸러스트
웨이트(B)를 달 수 있습니다.
중요: 표면에 자갈이 깔린 도로에서 한쪽으로 비키거나
견인하기 위해서는 죠 히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70-17

추가 장비

견인 히치 (피스톤 고정/볼-타입)
(옵션)
참고: 필요시 일부 구성 부품은 John Deere
정비업체에서 마모 점검 및 교환해야합니다
(“정비/500시간 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견인 히치 (피스톤 고정)
트레일러 또는 트레일러 작업기를 연결하기 위해 핀(A)
를 당겨 빼내십시오. 리테이너(B)는 스프링에 의해
위로 힘을 받습니다. 트레일러 또는 트레일러 작업기를
연결하면 리테이너(B)를 아래로 누르고 핀으로 고정
시키십시오.

볼 타입 견인 히치
트레일러 또는 트레일러 작업기를 연결하기 위해 핀(A)
를 당겨 빼내십시오. 리테이너(B)는 스프링에 의해
위로 힘을 받습니다. 트레일러 또는 트레일러 작업기를
연결하면 리테이너(B)를 아래로 누르고 핀으로 고정
시키십시오.

스윙형 연결봉 교환
피스톤 고정 견인 히치 또는 볼-타입 견인 히치는 쉽게
탈거할 수 있고,예로 스윙형 연결봉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고정핀(A)를 빼낸 다음 리테이닝 핀(B)를
빼내고 캐리어(C)를 뒤로 당겨 빼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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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조절형 트레일러 히치 (옵션)
트랙터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4가지 히치 사양
(1-4) 중 하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히치의 높이는 레버(A)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히치 1의 경우 록크 버튼(B)를 추가로 눌러야 합니다.
레버(C)를 이용하여 히치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3과 4 히치는 트레일러 견인 아이가 히치에 들어가면
닫힙니다. 3과 4 히치는 또한 운전석에서 원격
조정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 히치 핀 직경을 맞출수 있는 견인 아이가 장착된
트레일러만을 사용하십시오.
최대 허용 고정 수직 하중 및 견인용 연결봉 하중은
“사양” 단원에서 참조하십시오.

참고: 필요시 일부 구성 부품은 John Deere
정비업체에서 마모 점검 및 교환해야합니다
(“정비/500시간 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 높이 조절 레버
B- 록크 버튼
C- 작동 레버

원격 조정 (장착한 경우)
높이 조절형 트레일러 히치는 운전석에서 레버(A)를
이용하여 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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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히치 (옵션)
이 타입의 히치는 록크샤프트 및 한 개의 선택 조절
밸브를 이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드래프트 링크를 최대 높이로 들어 올리고 SCV를
사용하여 히치 후크를 완전히 수축시키십시오.
2. 릴리즈 레버(A)를 당겨서 히치 후크가 보관 위치에서
부터 움직일때까지 잡아두십시오 (레버는 “열림”
위치에 있습니다).
3. 선택 조절 레버를 작동시켜서 히치 후크를 완전히
확장시키십시오.
4. 드래프트 링크/히치 후크를 원하는 높이로 내리십시
오.
5. 드래프 링크를 들어올려 히치 후크를 트레일러 견인
아이에 결합시킨 다음 계속해서 히치를 완전히
들어올리십시오.
6. 선택 조절 밸브를 이용하여 완전히 록크될 때까지
히치 후크를 완전히 수축시키십시오 (레버 A는 출발
위치로 복귀합니다).

1- 트레일러 연결을 위한 위치에 있는 히치
2- 보관 위치에 있는 히치

7. 드래프트 링크를 내리십시오.
8. 히치가 완전히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래프트
링크가 내려가 있으면 히치는 내려가지 않고 선택
조절 레버가 작동하면 히치는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 릴리즈 레버를 작동하기 어렵거나 히치 후크를
자동으로 록킹할 수 없다면(상기 절차 2-6번),
John Deere 정비업체에서 리프트 링크 또는
픽업 히치 후크의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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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행하기 전에 히치가 완전히 들어올려지고
수평 및 수직 위치에서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히치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리시버 구멍에 닿지
마십시오(화살표 참조).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필요시 일부 구성 부품은 John Deere
정비업체에서 마모 점검 및 교환해야합니다
(“정비/500시간 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허용 고정 수직 하중 및 견인용 연결봉 하중은
“사양” 단원에서 참조하십시오.

픽업 히치의 후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봉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핀(A)를 뽑아내십시오.
필요없는 부품은 사이드 프레임의 홀더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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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압식 픽업 히치 (옵션)
이 타입의 히치는 록크샤프트 및 스위치(A)를 이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드래프트 링크를 최대 높이로 들어 올리고 스위치(A)
를 사용하여 히치 후크를 완전히 수축시키십시오
(스위치를 앞으로 누르십시오).
2. 릴리즈 레버(B)를 당겨서 히치 후크가 보관 위치
에서부터 움직일때까지 잡아두십시오 (레버는 “열림”
위치에 있습니다).
3. 스위치(A)를 작동시켜서 히치 후크를 완전히 확장시
키십시오.
4. 드래프트 링크/히치 후크를 원하는 높이로 내리십시
오.
5. 드래프 링크를 들어올려 히치 후크를 트레일러 견인
아이에 결합시킨 다음 계속해서 히치를 완전히 들어
올리십시오.
6. 스위치(A)를 이용하여 완전히 록크될 때까지 히치
후크를 완전히 수축시키십시오 (레버(B)는 출발 위치
로 복귀합니다).
7. 드래프트 링크를 내리십시오.
8. 히치가 완전히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래프트
링크가 내려가 있으면 히치는 내려가지 않고 스위치
가 작동하면 히치는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 릴리즈 레버를 작동하기 어렵거나 히치 후크를
자동으로 록킹할 수 없다면(상기 절차 2-6번),
John Deere 정비업체에서 리프트 링크 또는
픽업 히치 후크의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1- 트레일러 연결을 위한 위치에 있는 히치
2- 보관 위치에 있는 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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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행하기 전에 히치가 완전히 들어올려지고
수평 및 수직 위치에서 록크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히치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리시버 구멍에 닿지
마십시오(화살표 참조).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필요시 일부 구성 부품은 John Deere
정비업체에서 마모 점검 및 교환해야합니다
(“정비/500시간 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허용 고정 수직 하중 및 견인용 연결봉 하중은
“사양” 단원에서 참조하십시오.

픽업 히치의 후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봉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핀(A)를 뽑아내십시오.
필요없는 부품은 사이드 프레임의 홀더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록크형 탱크 주입구 캡
트랙터는 록크형 탱크 주입구 캡(A)을 장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입구 캡 Key 잠금장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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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반
사용할 수 없게 된 트랙터는 평상형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트럭 등에 트랙터를 적재할 때는 트랙터 엔진의 후드가
고정되어 있는지와 도어, 루프 해치(장착된 경우),
윈도우 등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트랙터 견인
주의: 트랙터 견인 속도는 최대 10 km/h
(6 mph)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엔진이 구동되지 않을 때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며 페달 왕복
거리가 더 길어집니다(유압에 의한 보조 없음).
레인지 및 역주행 레버 모두 중립 위치로 변속하십시
오.
변속기의 오일량은 유량 점검창이나 게이지의 표시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륜을 들어올린 상태
에서 트랙터를 견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전륜을 30 cm(12 in.) 이상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 전륜을 15 cm(6 in.) 들어올릴 때마다 변속기에 4 리
터(1 US.gal.)의 변속기/유압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 견인이 끝나면 초과된 오일을 배출하십시오.
중요: 엔진이 구동되고 있으면 전륜 구동을 끄십시오.
엔진이 구동되지 않고 있으면 스크류(A)를 풀고
유니버셜 조인트 구동 샤프트를 분리하십시오.
이는 타이어의 이상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 프론트 웨이트를 장착한 죠 히치는 표면에
자갈이 깔린 도로에서 견인할 때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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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주차 록크 해제(AutoPowr가
장착된 트랙터)
주의: 트랙터를 견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수동
주차 록크 해제 절차를 실시하고 역주행 레버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제할 수 없습니
다.
주의: 주차 록크를 수동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역주행 레버를 주차 위치 “P”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주차를 수동으로 해제할 때 트랙터를 절대
작동시켜서는 안됩니다(짧은 시험 주행도 안됨).
주의: 주차록크가 해제되었을 때 트랙터가 굴러
갈수 있습니다. 트랙터가 앞 또는 뒤로 굴러가지
않도록 트랙터를 고정시켜 두십시오.
주의: 견인후 수동 주차 록크 해제 케이블을
분리해 두어야만 합니다.
1. 커버(A)를 탈거하십시오.

2. 마개(A)를 나사형 구멍에서 빼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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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우덴 케이블을 클램프(A)에서 분리하십시오.

4. 나사형 스터드(A)와 널링 너트(B)를 푸십시오.

5. 클러치 페달을 약간 밟으십시오.
6. 클러치 페달 또는 어댑터의 아이(B)를 통과시켜
보우덴 케이블(A)을 끼워 넣으십시오.

7. 느슨하지 않을 때까지 널링 너트(A)를 조여 케이블
을 조절하십시오. 널링 부분이 맨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중요: 주차를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 케이블은 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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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으십시오.
중요: 스톱까지 클러치 페달을 밟을 수 없고 나사형
스터드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다면, 클러치
페달을 스톱까지 밟을수 있을 떄까지 너링 너트
를 푸십시오.
9. 나사형 스터드(A)를 구멍에 조여서 클러치가 이
위치에 고정되고 주차가 해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반 도로 주행시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기 전에 라이트가 올바로 작동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플러를 사용하여 양쪽 브레이크 페달을 함께 록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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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디젤 연료
트랙터가 운행되는 국가/지역에 맞는 디젤 연료의 특성
은 현지 연료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황함유량:
• 디젤 연료 품질 및 황함유량은 엔진을 작동시키는
지역의 현행 배기 법규에 준해야 합니다.
• 황함유량이 0.1%(1000 ppm) 미만인 디젤 연료를 사
용할 것을 극히 추천합니다.
• 황함유량이 0.2%(2000 ppm) - 0.5%(5000 ppm)인 디
젤 연료를 사용하면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황함유량이 0.5% (5000 ppm) 이상인 디젤 연료를 사
용하기 전에 John Deere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황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디젤 연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요: 사용한 엔진 오일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윤활유을 디젤 연료와 혼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디젤 연료는 저온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혼합됩니다.
권장되는 디젤 연료는 EN 590 또는 ASTM D975 규격
을 따르는 제품입니다.
필요 연료 특성
모든 연료는 다음 특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소 45 이상의 세탄가 50 이상의 세탄가는 -20°C
(-4°F) 이하의 지역 또는 1500 m(5000 ft) 이상의 고지
에서 특히 권장됩니다.
예상 저온보다 Cold Filter Plugging Point(CFPP)가
낮거나 예상 저온보다 Cloud Point(운점)가 최소 5°C
(9°F) 낮아야 합니다.

중요: 부적절한 연료 첨가제의 사용은 디젤 모터의 연료
분사 장비에 손상을 입힐수 있습니다.

연료 윤활성은 ASTM D6078로 측정했을 때 최소 3100
그램 레벨 또는 ASTM D6079 또는 ISO 12156-1로
측정했을 때 최대 0.45mm 흔적 직경을 초과해야
합니다.

디젤 연료의 윤활성
연료 윤활성은 ASTM D6078로 측정했을 때 최소 3100
그램 레벨 또는 ASTM D6079 또는 ISO 12156-1로
측정했을 때 최대 0.45mm 흔적 직경을 초과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및 유럽 연합에서 제조된 대부분의 디젤
연료는 연료 분사 계통 구성품의 알맞은 작동 및
영구성에 적합한 윤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몇몇의 지역에서 제작되는 디젤 연료에는 필요
윤활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또는 불명의 윤활성을 가진 연료를 사용할 때는
규정 농도의 John Deere의 프리미엄 디젤 연료
컨디셔너 (또는 동등품)을 첨가하십시오.

중요: 고객의 장비에 사용되는 디젤 연료가 좋은 윤활
특성을 가졌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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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연료의 취급 및 보관
바이오 디젤 연료를 사용할 때는 막힘이 심하기 때문에
정기 교환 주기보다 더 자주 연료 필터를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연료를 취급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
십시오. 엔진이 구동되는 상태에서는 연료를
보충하지 마십시오.

엔진에 시동을 걸기전에 엔진 오일량을 매일 점검하십
시오. 오일량이 상승하는 것은 엔진 오일의 연료가
희석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일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를 채우거나 연료 계통을 정비할 때는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추운 날씨로 인해 응축이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루 일과
가 끝날 때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중요: 연료 탱크는 주입구 캡을 통해 통기됩니다.
주입구 캡은 반드시 항상 정품 통기 캡으로
교체하십시오.

모든 저장 탱크를 가득채워 응축을 최소화하십시오.

연료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자주 연료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 연료를 안정화시키고 응축수를 방지하는 연료
컨디셔너를 보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연료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연료 탱크 캡 및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료의 수분 함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바이오 디젤 연료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기 전에 John Deere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바이오 디젤 연료의 특성은 현지 연료 판매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바이오 디젤 연료 특성이 ASTM D6751, EN 14214의 최
신판 또는 동급 사양에 준한다면 바이오 디젤 연료만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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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
• ACEA 규격 E1

새 엔진에는 출하시 John Deere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
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길들이기 기간 동안 규정
오일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John Deere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길들이기 기간 후에는 John Deere PLUS-50TM 또는 본
취급설명서에서 권장하는 다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엔진을 새로 장착하거나 다시 장착한 경우에는 최초
100시간 운행 후 오일과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중요: 엔진을 새로 장착하거나 다시 장착한 후 최초
100시간 운행 동안에는 PLUS-50 오일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엔진 오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엔진 정비 후에는 John Deere의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
을 엔진에 주입하십시오.
John Deere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을 구할 수 없다면
최초 100시간 운행 후 다음 조건에 맞는 디젤 엔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
•
•
•

API CI-4 PLUS
API CI-4
API CH-4
API CG-4
API CF-4
API CF-2

API 규격 CE
API 규격 CD
API 규격 CC
ACEA 규격 E2

API CF
ACEA E7
ACEA E6
ACEA E5
ACEA E4
ACEA E3

위의 오일은 엔진 길들이기용 오일로 부적합
합니다.

PLUS-50은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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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
• 황함유량이 1.0%(10000 ppm) 를 초과하는 디젤 연
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래표의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는 지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정비 주기는 또한 작동 및 주기 점검에
달려 있습니다. 오일 및 필터의 알맞은 정비 주기를
선택하는 것을 돕고 오일의 실제 사용 수명을 결정
하는데 오일 분석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표에서의 오일 타입(프리미엄 또는 표준) 구성:
• 프리미엄 오일은 John Deere PLUS-50TM, ACEA E7 또
는 ACEA E6 오일로 구성됩니다.
• 표준 오일은 John Deere TORQ-GARD SUPREME TM ,
API CI-4 PLUS, API CI-4, ACEA E5 또는 ACEA E4오
일로 구성됩니다.

디젤 엔진 황함유량은 엔진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연료의
황함유량이 높을수록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가
짧아집니다:

Stage III 엔진에 낮은 품질의 오일을 사용하면 때이른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일치
한다면 오일 및 필터 교환 주기를 500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황함유량이 0.1%(1000 ppm) 미만인 디젤 연료를 사
용할 것을 극히 추천합니다.
• 황함유량이 0.2%(2000 ppm) - 0.5%(5000 ppm)인 디
젤 연료를 사용하면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황함유량이 0.5%(5000 ppm) 이상인 디젤 연료를 사
용하기 전에 John Deere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황함유량이 0.2%(2000 ppm) 미만인 디젤 연료를 사
용하십시오.
• John Deere PLUS-50, ACEA E7 또는 ACEA E6 오일
및 승인된 John Deere 오일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정비 주기

연료의 황함유량

0.2%(2000 ppm) 미만

표준 오일

250 시간

프리미엄 오일

500 시간

연료의 황함유량

0.2%(2000 ppm) - 0.5%(5000 ppm)

표준 오일

200 시간

프리미엄 오일

300 시간

연료의 황함유량

0.5%(5000 ppm) - 1.0%(10000 ppm)

표준 오일

John Deere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프리미엄 오일

John Deere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PLUS-50은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TORQ-GARD SUPREME은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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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및 유압 오일
오일 교환 주기 동안의 예상 외기 온도에 적합한 점도
의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추천 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John Deere HY-GARDTM
• 저점도의 John Deere HY-GARDTM
다음 규격을 만족시키는 다른 오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John Deere Standard JDM J20C
• John Deere Standard JDM J20D
생분해성 오일이 필요한 경우 John Deere 오일
BIO-HY-GARD IITM1 또는 BIO-HY-GARDTM1을
사용하십시오.
중요: AutoPowr 장착 트랙터:
저점도의 HY-GARD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BIO-HY-GARD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오일을 사용할 경우 John Deere Standard
JDM J20C에 맞는 오일이어야 합니다.

HY-GARD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BIO-HY-GARD II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BIO-HY-GARD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1

BIO-HY-GARD II는 CEC-L-33-A-93 시험 방식에 따라
21일 내에 최소 80%의 생분해성을 충족하거나 초과
합니다.
BIO-HY-GARD는 CEC-L-33-A-82 시험 방식에 따라 21일
내에 최소 80%의 생분해성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BIO-HY-GARD와 다른 미네랄 오일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생분해성이 저하되고 오일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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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륜 구동 액슬 오일
오일 교환 주기 동안의 예상 외기 온도에 적합한 점도
의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추천 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John Deere HY-GARDTM
다음 규격을 만족시키는 다른 오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ohn Deere Standard JDM J20C
생분해성 오일이 필요할 경우 다음 오일을 사용
하십시오.
John Deere BIO-HY-GARD II™1 또는 BIO-HY-GARD
™1

참고: 브레이크가 있는 액슬에는 BIO-HY-GARD
오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HY-GARD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BIO-HY-GARD II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
입니다.
BIO-HY-GARD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
입니다.
1

BIO-HY-GARD II는 CEC-L-33-T-93 시험 방식에 따라
21일 내에 최소 80%의 생분해성을 충족하거나 초과
합니다.
BIO-HY-GARD는 CEC-L-33-T-82 시험 방식에 따라
21일 내에 최소 80%의 생분해성을 충족하거나 초과
합니다. BIO-HY-GARD와 다른 미네랄 오일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생분해성이 저하되고 오일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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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이스
정비 주기 동안의 NLGI 농도 번호와 예상 외기 온도에
적합한 그리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추천 그리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John Deere SD POLYUREA GREASE
다른 추천 그리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John Deere HD MOLY GREASE
• John Deere HD WATER RESISTANT GREASE
• John Deere GREASE-GARD™
다음 규격을 만족시키는 다른 그리이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LGI Performance Classification GC-LB
중요: 일부 그리이스 증주제(Thickener)는 다른 제품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이스를 혼합하기
전에 그리이스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GREASE -GARD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
입니다.

오일 필터
오일 여과는 정상 작동과 윤활을 위해 매우 중요
합니다.
본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
하십시오.
교환하는 필터는 John Deere 성능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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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보관
깨끗한 윤활유를 사용해야만 장비의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적절히
표기해 두십시오.

윤활유를 취급할 때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다 쓴 용기나 용기에 들어 있는 윤활유 잔유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가능하면 먼지, 습기,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 공간에
윤활유와 용기를 보관하십시오. 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공간에 용기를 보관하십시오.

윤활유 혼합
이에 대한 정보나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브랜드나 오일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혼합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오일 제조업체에서 특정 사양과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사의 오일에 첨가제를
혼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오일을 혼합하면 첨가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윤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80-8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디젤 엔진 냉각수
다음 규격 중 하나에 일치한다면 대형 엔진의 경우 다
른 저규산염 에틸렌 글리콜 성분의 냉각수가 사용될 것
입니다:

엔진 냉각 계통의 연중 보호를 위해 넣는 냉각수는
부식과 실린더 라이너 피팅을 방지하고 -37°C(-34°F)
까지의 결빙을 방지합니다.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결빙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ASTM D4985 에틸렌 글리콜 성분의 50% 냉각수
• 깨끗한 물과 40%-60%로 혼합 농축된 ASTM D4985
에틸렌 글리콜 성분의 냉각수

추천 냉각수는 John Deere COOL-GARD™입니다.
John Deere COOL-GARD 냉각수는 에틸렌 글리콜
50%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 55%의 농축액입니다.

대형 디젤 엔진이 부식되고 실린더 라이너가 부식 및
움푹 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STM D4985을
준수하는 냉각수는 부가적인 냉각수 첨가제를 처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 주기동안 주기적으로
첨가제를 보충해야 합니다.

추가 추천 냉각수
다음의 냉각수를 또한 추천합니다:
• 깨끗한 물과 40%-60%로 혼합 농축한 John Deere
COOL-GARD 냉각수.

기타 냉각수
서비스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John Deere COOL-GARD
및 상기 명시된 냉각수 표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냉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린더 라이너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냉각 계통의 금속 부품(주철,
알루미늄 합금, 및 청동 같은 구리 함금)이 부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양질의 첨가제를 혼합한 냉각수 농축액
또는 희석 냉각수를 사용하십시오.

John Deere COOL-GARD 냉각수는 배출 주기동안의
주기적인 첨가제 보충을 제외하고는 부가적인 냉각수
첨가제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완제품 냉각수(대형 엔진용)
다음 규격 중 하나에 일치한다면 대형 엔진의 경우 저
규산염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의 냉각수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 첨가제는 다음의 냉각수 혼합액 중의 하나이어야
합니다.

• ASTM D6210 50% 냉각수
• 깨끗한 물과 40%-60%로 혼합 농축된 ASTM D6210
냉각수

• 에틸렌 글리콜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의 희석
(40%-60%) 냉각수
• 깨끗한 물과 40%-60%로 혼합 농축된 에틸렌 글리콜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의 냉각수

ASTM D6210 냉각수는 배출 주기동안의 주기적인
첨가제 보충을 제외하고는 부가적인 냉각수 첨가제가
필요없습니다.

수질

부가적인 냉각수 첨가제가 필요한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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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은 냉각 계통의 성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류되고, 이온화되지 않고 또는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은 물을 에틸렌 글리콜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의
엔진 냉각수 농축액과 혼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에틸렌 글리콜 성분의 냉각수와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의 냉각수를 혼합하지 마십시오.

중요: 씰링 첨가제가 포함된 부동액이나 냉각 계통 씰링
첨가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기후에서 운행시
John Deere 엔진은 글리콜 성분의 엔진 오일을 사용
하여 구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빙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기후 조건에서 운행하더라
도 항상 권장되는 글리콜 성분의 엔진 냉각수를 사용
하십시오.
중요: 응급시에만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십시오.
냉각수 컨디셔너를 첨가하더라도 물만 냉각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포, 뜨거워진 알루미늄 및 철
표면의 부식, 늘어남, 공동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벗어나는 즉시 냉각수를 배출하고
권장되는 글리콜 성분의 엔진 냉각수로 다시
채우십시오.

디젤 엔진 냉각수의 배출 주기
John Deere COOL-GARD를 사용할 경우, 냉각수 배출
주기는 3년 또는 3000 작동 시간입니다.

처음 3년 또는 3000시간 작동 후 공장에서 주입한
엔진 냉각수를 배출시키고 냉각 계통을 씻어낸 다음
새로운 냉각수를 채우십시오.

COOL-GARD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냉각수 배출 주기
는 2년 또는 2000 작동 시간입니다.

그 이후의 배출 주기는 정비에 사용되는 냉각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주기에서 냉각수를 배출시키고 냉각
계통을 씻어낸 다음 새로운 냉각수를 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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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및 합성 윤활유
특정 지역에서는 본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윤활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John Deere 제품 냉각수와 윤활유를 트랙터 운행
지역에서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나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본 취급설명서에 표시된 성능 권장 사항을 충족할 경우
합성 윤활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온도 한계와 정비 간격은 일반
오일과 합성 오일 모두에 적용됩니다.
가공한 윤활유가 성능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재정제
기유(Base stock)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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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세척기 사용
중요: 전기/전자 구성요소, 커넥터, 베어링, 유압 씰,
연료 분사 펌프, 기타 민감한 부품이나 구성
요소에 고압 세척기를 직접 향하게 하면 장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세척할 때는 압력을 줄이고 45~90도 각도로
분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구성 부품(예: 연료 분사 펌프)이
뜨거운 상태일 떄 차가운 물을 분사 하거나
세척해서는 안됩니다.

윤활 및 정기 점검
주의: 지시가 없는 한 트랙터가 구동되는 동안
에는 윤활하거나 트랙터를 조절하지 마십시오.
부품의 점검, 윤활, 정비 또는 조절 간격은 시간계에
표시된 실제 작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시간계는
엔진이 구동될 때마다 작동되며 엔진의 작동 시간을
누적하여 표시합니다.
250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엔진의 시동(엔진을 5회
시동하는 동안)을 걸면 음향 경고음이 들립니다. 이
경고음은 정비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정비 시기가 도래했는지 항상 시간계를 확인하십시오.
윤활 및 정기 점검 간격은 정상 운행 조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행했을 경우에는 이
간격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중요: 트랙터를 정비, 청소 또는 수리한 후에는 다시
트랙터를 운행하기 전에 안전 보호대나 커버를
재장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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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열기
고리(A)를 당긴 후 후드를 위로 들어올리십시오.

배터리 위치
배터리는 라디에이터 앞쪽에 있습니다. 배터리를
점검하려면 후드를 열어야 합니다.

퓨즈 위치
퓨즈는 운전석 뒤에 있습니다.

85-2

윤활 및 정기 점검

발전기에 관한 중요 지침
참고: 발전기에는 과전압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엔진을 배터리(시동을 위해 보조 배터리 사용) 없이
단시간 구동할 경우에는 엔진 속도를 1000 rpm 이상
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엔진이 구동되는 동안에만
라이트 등 추가 전력 소모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없이 보조 배터리로 시동할 때 발전기와
레귤레이터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연결되지 않은 스타터
케이블의 배터리쪽 연결부를 올바로 절연시키십시오.
보조 배터리 케이블은 이 용도로 제공된 양극 또는
음극에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엔진이 구동되는 동안에는 잠시라도 발전기와
레귤레이터를 단락시키거나 접지시키지 마십시오.
극성에 주의하여 배터리와 충전기를 연결하십시오. "+"
와 "-"를 잘못 연결하는 즉시 정류기 다이오드가
파손됩니다.
트랙터에 전기 용접 작업을 실시할 때는 먼저 발전기와
배터리의 두 케이블을 분리시키십시오.
용접기의 접지 단자를 용접 부위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전기 계통의 수리를 실시하기 전에 배터리 접지선을
분리하십시오. 이는 단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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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또는 10시간마다
설명

점검 내용

윤활유

엔진

오일량 점검

엔진 오일

연료 필터

물과 침전물 배출

압축 공기 계통

점검, 탱크에서 물 배출

조명

작동 여부 점검

프론트 액슬 및 유니버셜
조인트 샤프트

윤활(물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작업할 때만 필요)

다목적 그리이스

리어 액슬

윤활(물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작업할 때만 필요)

다목적 그리이스

3점 히치

윤활(물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작업할 때만 필요)

다목적 그리이스

픽업 히치

윤활(물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작업할 때 또는 픽업
히치를 자주 사용할 때만 필요)

다목적 그리이스

변속기 및 유압 계통

오일량 점검(트랙터가 외부 유압 장비를 구동할 때만 필요)

최초 100시간 후
설명

점검 내용

엔진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정비 / 500시간마다"
참조)

엔진 오일 필터

필터 엘리먼트 교환. John Deere 필터 엘리먼트로
교환("정비 / 500시간마다" 참조).

픽업 히치

고정 볼트 조임. 히치 기능의 정상 여부 점검("정비 /
250시간마다" 참조).

공기 주입 호스

연결부의 누출 여부 점검("정비 / 500시간마다" 참조).

변속기/유압 오일 필터

필터 엘리먼트 교환("정비 / 750시간마다" 참조)

프론트 액슬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정비 / 1500시간마다"
참조)

전방 PTO

구동 샤프트 윤활("정비 / 250시간마다" 참조)

HY-GARD는 Deere &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85-4

윤활유
엔진 오일

John Deere HY-GARDTM

다목적 그리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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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시간마다
설명

점검 내용

윤활유

연료 탱크

잔유물 배출

변속기 및 유압 계통

오일량 점검

배터리

전해액량 점검

전륜 구동

프론트 액슬 및 구동축 윤활. 액슬 하우징과 최종 구동
장치의 오일량 점검

다목적 그리이스

전방 PTO

구동 샤프트 윤활.

다목적 그리이스

3점 히치

윤활

다목적 그리이스

피벗 펜더

윤활

다목적 그리이스

왜건 히치

윤활, 히치 기능의 정상 여부 점검

다목적 그리이스

픽업 히치

윤활, 고정 볼트 조임, 히치 기능의 정상 여부 점검

다목적 그리이스

중립 시동 회로

회로 기능의 정상 여부 점검

휠 고정 볼트

규정 토오크로 조임

브레이크

점검

엔진*

배출 및 새오일 보충

엔진 오일 필터*

필터 엘리먼트 교환; John Deere 엘리먼트로 교환

엔진 오일

* 엔진 오일은 적어도 매년마다 교환해야 합니다. 정비 주기는 사용 엔진 오일 타입 및 연료의 황함유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의 “디젤 엔진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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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시간마다
(10시간 및 250시간 정비 항목을 함께 실시)
설명

점검 내용

엔진*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

엔진 오일 필터*

필터 엘리먼트 교환. John Deere 엘리먼트로 교환

연료 필터

필터 엘리먼트 교환

리어 액슬 베어링

윤활

공기 주입 호스

연결부의 누출 여부 점검

엔진

접지 연결 점검

캡 에어 필터**

신품으로 필터 교환

연결봉, 견인 히치 (피스톤
고정/볼-타입), 트레일러
히치, 픽업 히치의 구성부품

판매회사에서 구성부품의 마모 점검 및 필요시 교환

엔진 구동 벨트

마모 점검

윤활유
엔진 오일

다목적 그리이스

* 엔진 오일은 적어도 매년마다 교환해야 합니다. 정비 주기는 사용 엔진 오일 타입 및 연료의 황함유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의 “디젤 엔진 오일 및 필터 정비 주기”를 참조하십시오.
** Ultra-Gard 활성탄 필터만 사용. 필터는 적어도 매년마다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750시간마다
(10시간 및 250시간 정비 항목을 함께 실시)
설명

점검 내용

변속기/유압 오일 필터

필터 엘리먼트 교환

전방 PTO

필터 교환

FWD 종감속 구동 장치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브레이크가 있는
액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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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John Deere HY-GARD

윤활 및 정기 점검

매년마다
설명

점검 내용

시트 벨트

시트 벨트와 벨트 부속 장치의 마모 여부 점검

엔진

적어도 1년에 한 번 오일을 완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정비/500시간마다" 참조)

엔진 구동 벨트

마모 점검("정비/500시간마다" 참조)

전방 PTO

구동 샤프트 윤활("정비/250시간마다" 참조)

캡 에어 필터*

필터는 적어도 매년마다 신품으로 교환

윤활유

* Ultra-Gard 활성탄 필터만 사용.

1000시간마다
(10시간, 250시간 및 500시간 정비 항목을 함께 실시)
설명

점검 내용

캡 서스펜션

판매회사에서 완충 장치 점검

유체 팬

판매회사에서 구성 부품 점검

윤활유

1500시간마다 또는 2년마다
(10시간, 250시간, 500시간 및 700시간 정비 항목을 함께 실시)
설명

점검 내용

윤활유

프론트 액슬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

John Deere HY-GARD

변속기 및 유압 계통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 흡입 스크린 청소

John Deere HY-GARD

엔진 에어클리너 및 캡 공기
필터

에어클리너와 캡 공기 필터 교환("정비 / 필요시마다" 참조)

전방 PTO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 필터 청소

TLS 프론트 액슬

판매회사에서 완충 장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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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eere HY-GARD

윤활 및 정기 점검

2000시간마다
(10시간, 250시간, 500시간 및 1000시간 정비 항목을 함께 실시)
설명

점검 내용

밸브

판매회사에서 밸브의 틈새 점검

예열 플러그

판매회사에서 저항 점검

윤활유

3000시간마다 또는 3년마다
(10시간, 250시간, 500시간, 700시간 및 1500시간 정비 항목을 함께 실시)
설명
냉각 계통*

점검 내용

윤활유

오일을 배출시키고 새 오일로 교환.

* John Deere COOL-GARD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출 간격은 2년 또는 2000시간 운행 후로 줄어듭니다.

필요시마다
설명

점검 내용

엔진 에어클리너 및 캡 공기
필터

에어클리너 및 캡 공기 필터 청소

라디에이터

청소

연료 계통

연료 필터 점검, 공기 빼기

타이어

타이어압 점검

윤활점

고압 세척기로 트랙터를 세척한 경우 윤활

배터리

전해액 농도 점검

퓨즈

교환

85-8

윤활유

다목적 그리이스

윤활 및 정기 점검

10년마다
설명
압력 완충장치

점검 내용

윤활유

장착한 경우 판매회사에서 캡 서스펜션 및 액슬 서스펜션
완충장치 교환

10000시간마다
(10시간, 250시간, 500시간,1000시간 및 2000시간 정비 항목을 함께 실시)
설명
예열 플러그

점검 내용
판매회사에서 상태 점검 (저항, 부식, 팁 및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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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정비 / 매일 또는 10시간마다
엔진 오일량 점검
엔진 오일량이 게이지의 "XXX" 표시가 있는 곳까지
있어야 합니다. 오일량이 게이지의 "XXX" 표시 이하로
나타나면 엔진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A-게이지
B-오일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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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매일 또는 10시간마다

연료 필터 점검
필터 내에 물과 침전물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시오:
1. 공기빼기 스크류(A)를 푸십시오.
2. 드레인 플러그(B)를 3/4바퀴 돌려 여십시오. 물과
침전물이 모두 빠지면 즉시 두 스크류를 다시
조이십시오.
3. 드레인 플러그(C)를 3/4바퀴 돌려 여십시오. 물과
침전물이 모두 빠지면 즉시 두 스크류를 다시
조이십시오.
4. 공기빼기 스크류(A)를 조이십시오.
5. 연료 이송 펌프가 작동하도록 메인 스위치 키를
오른쪽(첫번째 스위치 위치)으로 돌리십시오. 약
40초 정도 펌프를 작동시키십시오.
연료 필터에 물이 있으면 1/2 인치 사각 키를 사용하여
연료 탱크 아래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D)를 한 바퀴
돌려 푸십시오. 물을 배출시킨 후 손으로 드레인
플러그를 다시 조이십시오.

A-공기빼기 스크류
B-드레인 플러그
C-드레인 플러그
D-드레인 플러그(연료 탱크)

압축 공기 트레일러 브레이크 계통
배출 (옵션)
링(A)을 당겨서 공기 탱크로부터 물을 배출시키십시오.
공기 탱크에는 또한 타이어 공기 주입을 위한 연결부
(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의: 탱크의 압력이 800 kPa(8 bar; 116 psi)인
경우 타이어 공기 주입 연결부에도 같은 압력이
존재합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지나치게 주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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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매일 또는 10시간마다

라이트 점검
특히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기 전에 라이트가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기타 정비 작업
• 리어 액슬
• 3점 히치
• 픽업 히치. 자주 사용되는 경우에도 히치를 윤활해야
합니다.

트랙터가 외부 유압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
되는 경우라면 변속기/유압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물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트랙터를 운행할 경우에는
다음 부위를 윤활하십시오:

윤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 / 250시간
마다" 및 "정비 / 50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프론트 액슬 및 전륜 구동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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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250시간마다
연료 탱크 정비
1/2인치 사각 키를 사용하여 드레인 플러그를 한 바퀴
돌려 푸십시오. 물과 침전물이 배출되면 드레인 플러그
를 다시 끼우고 손으로 조이십시오.

변속기/유압 계통 오일량 점검
중요: 엔진을 냉각시킨 후(가능하다면 운행하기 전인
아침 시간대에)에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1. 트랙터를 평평한 곳에 주차하십시오.
2. 주차 록크를 결합하십시오.
3. 드래프트 링크와 전방 장착 작업기를 내리십시오.
4. 오일량은 유량 점검창(A)의 표시부분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사이에 있지 않다면 주입구(B)를 통해
오일을 더 보충하십시오.
A- 유량 점검창 (변속기의 왼쪽)
B- 주입구

배터리 전해액량 점검
주입구 캡(A)을 떼어내십시오. 전해액량은 표시선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보충시에는 증류수로만
채우십시오.
배터리 캡의 통기 구멍이 항상 열려 있는지 점검
하십시오. 연결 단자가 부식된 경우에는 단단한 솔로
부식을 제거한 다음 비산성 그리이스로 단자를 코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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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액슬 및 유니버셜 조인트 샤프트
윤활
중요: 물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작업한 경우에는
10시간 운행 후 이 정비를 실시하십시오.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로 종감속 구동 장치(각
구동 장치마다 두개씩), 액슬 브리지(현가형 액슬이
장착된 경우 트랙터의 각 측면에 한개씩의 피팅이
장착됨), 후방 구동 샤프트 및 전방 구동 샤프트(현가형
액슬만) 의 그리이스 주유 부위를 윤활하십시오.

종감속 구동 장치

중요: 윤활하기 전에 모든 그리이스 주유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손상된 그리이스 주유 부위는 즉시
교체하십시오.

현가형 액슬 (옵션)

구동 샤프트(후방)

구동 샤프트(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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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WD 액슬 하우징의 오일량 점검
주의: 오일이 뜨거운 경우 압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레벨 플러그를 천천히 푸십시오.
레벨 플러그(A)를 분해하십시오. 오일량은 플러그
구멍과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레벨 플러그를 150 N•m(11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에 명시된 변속기 오일을 항상 사용하십시오.

참고: 레벨 플러그의 위치는 액슬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MFWD 종감속 구동 장치의 오일량
점검
주의: 오일이 뜨거운 경우 압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레벨 플러그를 천천히 푸십시오.
1. "오일 레벨" 표시(A)가 수평 위치에 오도록 바퀴를
돌리십시오.
2. 레벨 플러그(B)를 분해하십시오. 오일량은 플러그
구멍과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3. 필요하면 수평 지점까지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레벨
플러그를 150 N•m(11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에 명시된 변속기
오일을 항상 사용하십시오.

참고: 최초 100시간 운행 후에 액슬 하우징과 종감속
구동 장치의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다음부터는
1500시간 운행 후 또는 2년마다 교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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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작동 점검
엔진을 끄고 브레이크가 올바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십시
오.
1. 동시에 왼쪽과 오른쪽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각 페달을 따로 여러 차례 밟으십시오. 각각의 페달
에서 명백한 저항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페달에서 저항감을 느낄 수 없으면 브레이크에서
공기를 빼거나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2. 작동시킨 후 10초 내에 처음 위치로 페달이 올라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누설 속도가 이 속도를 초과
하거나 한쪽 페달이 다른쪽보다 더 빨리 올라오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3. 동시에 양쪽 페달을 밟으십시오. 양쪽 페달의
저항감이 거의 같은 높이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저항감이 느껴지는 높이가 51 mm(2 in.) 이상 차이
나면 브레이크에서 공기를 빼거나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중요: 저항감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아래로 현저하게
밀리면 브레이크 누설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왼쪽 및 오른쪽 페달 사이의 페달 저항감과
밸런스는 두 브레이크가 커플러로 연결된 상태일
때 긴급 상황에서 제동하는데 중요합니다.

전방 PTO 구동 샤프트 윤활 (옵션)
그리이스 건을 몇 번 작동하여 그리이스 주유 부위를
윤활하십시오.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를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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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히치 윤활
그리이스 건을 몇 번 작동하여 그리이스 주유 부위를
윤활하십시오.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를 사용
하십시오.

참고: 2차 리프트 실린더 및 2차 리프트 링크의
그리이스 주유 부위는 이 그림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벗 펜더 윤활 (옵션)
그리이스 건을 몇 번 작동하여 그리이스 주유 부위를
윤활하십시오.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를 사용
하십시오.

히치 죠 윤활 (옵션)
그리이스 주유 부위(A)를 통해 주기적으로 히치 죠를
윤활하십시오.
히치 죠 베어링을 완벽히 윤활하려면 윤활시 죠를
180도 회전시키십시오.
히치 죠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유압 또는 전자유압식 픽업 히치
윤활 (옵션)
그리이스 건을 몇 번 작동하여 그리이스 주유 부위를
윤활하십시오.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를 사용
하십시오.

95-5

정비 / 250시간마다

유압 또는 전자유압식 픽업 히치
(옵션)
연결 볼트의 토오를 점검하십시오:
캡 스크류(A)를 450 N•m (33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캡 스크류(B)를 265 N•m (19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중립 시동 회로 점검
PowrQuad Plus 또는 AutoQuad Plus 변속기 장착
트랙터:
1. 레인지 변속 레버(A)를 중립으로 이동하십시오.
2. 전, 후진 레버(B)를 "전진" 또는 "후진" 위치로 이동
하십시오.
3. 엔진을 시동하고 6-7초 기다리십시오. “N”
디스플레이의 조명이 켜져야 합니다.

A- 레인지 변속 레버
B- 전, 후진 레버

4. 클러치를 밟고 원하는 레인지로 설정하십시오.
서서히 클러치 페달을 놓으십시오.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서 문의하십시오.

AutoPowr가 장착된 트랙터 (옵션)
1. 전, 후진 레버(A)를 "전진" 또는 "후진" 위치로 이동
하십시오.
2. 메인 스위치 키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리십시오.
시동 모터에 시동이 걸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걸린다면 지체없이 판매회사에서 문의하십시오.
3. 주행의 다른 주행 방향에서도 이 테스트를 실시
하십시오.
A-전, 후진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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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250시간마다

휠 고정 볼트
후륜 볼트와 너트 조임
A-500 N•m(370 lb-ft)
B-250 N•m(185 lb-ft)

전륜 볼트와 너트 조임
A-300 N•m(220 lb-ft)
B-250 N•m(185 lb-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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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500시간마다
엔진 오일 교환
중요: 계절마다 온도차가 커서 다른 점도의 오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참고: 최초 100시간 운행 후 최초로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엔진 오일 교환은 엔진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아직
엔진 오일이 따뜻할 때 실시하십시오.
1. 드레인 스크류(A)를 분해하십시오.
2. 크랭크케이스에서 오일이 배출되는 동안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하십시오.
3. 드레인 스크류를 다시 끼우고 50 N•m(37 lb-ft)으로
조이십시오. 새 씰 링을 사용하십시오.
4. 주입구(B)를 통해 적정 점도의 새 오일을 크랭크
케이스에 주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필터 포함 용량은 약 15.5 리터(4.1 U.S. gal.)입니다.
5.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오일이 게이지의 상부
표시까지 차야 합니다. 필요하면 오일을 보충
하십시오.
6. 잠시 엔진을 구동한 뒤 엔진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필터 베이스와 드레인 스크류에서 오일 누설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7. 엔진의 시동을 끄십시오.
8. 오일량을 다시한번 점검하십시오. 오일이 게이지의
상부표시까지 차야 합니다 (화살표 참조).
A- 오일 드레인 스크류
B- 오일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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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500시간마다

엔진 오일 필터 엘리먼트 교환
필터 엘리먼트(A)를 떼어내고 조립면(B)을 청소
하십시오. 접촉면의 더스트 씰을 신품으로 교체
하십시오. 더스트 씰의 돌기부분이 필터 엘리먼트
접촉면의 움푹 들어간 곳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새 필터의 씰 링(C)에 오일을 얇게 바르십시오. 새
필터를 달고 손으로 조이십시오.
엔진에 시동을 걸고 필터 베이스에서 오일 누설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엔진을 끄고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참고: 최초 100시간 운행 후 최초로 오일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연료 필터 교환
항상 한번에 두 개의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1. 케이블(A)을 수분 센서로부터 분리하십시오.
2. 필터 고정 링(B)을 풀고 필터(C)를 분해하십시오. 새
필터의 커버로 이전 필터를 밀봉하십시오.
3. 수분 분리기를 탈거하고 새 필터를 장착하십시오.
4. 새 필터를 장착하십시오. 필터의 표시선이 하우징의
표시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5. 결합음이 들릴 때까지 고정 링(B)을 조이십시오.
6. 케이블(A)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7. 연료 이송 펌프가 작동하도록 메인 스위치 키를
오른쪽(첫번째 스위치 위치)으로 돌리십시오. 약
40초 정도 펌프를 작동시키십시오.
A- 케이블
B- 고정 링
C-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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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500시간마다

후륜 베어링 윤활
중요: 물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작업한 경우에는
10시간 운행 후 이 정비를 실시하십시오.
양쪽 베어링에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를 6~8회
정도 윤활하십시오.

공기 주입 호스
호스는 엔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호스 상태를 점검하고 클램프를 조이십시오.
새거나 손상된 호스는 엔진에 먼지가 들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엔진 접지 연결 점검
접지 케이블의 마모나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고정
스크류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접지 케이블은 교환하십시오.

엔진 구동 벨트의 마모 점검
구동 벨트에 마모가 있으면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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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750시간마다
변속기/유압 계통 필터 엘리먼트 교환
참고: 최초 100시간 운행 후 변속기/유압 계통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하십시오. 다음에는 750시간
운행 후에 교환하고 이후로는 750시간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하십시오.
1. 필터 엘리먼트를 푸십시오.
2. 그리이스를 새 필터 엘리먼트의 씰 링에 얇게
바르고 필터 엘리먼트를 장착하십시오.
John Deere 정품 필터 엘리먼트만 사용하십시오!

AutoPowr 변속기가 미장착된 트랙터

중요: 항상 두개의 필터를 동시에 교환하십시오. 한
개만 교환하지 마십시오.

AutoPowr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

전방 PTO 필터 교환 (장착한 경우)
플러그(A)를 푸십시오. 필터를 탈거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플러그를 다시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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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750시간마다

종감속 구동 장치의 오일 교환 (브레이크가
있는 FWD 액슬)
최초 100시간 운행 후 종감속 구동 장치의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이후로는 750시간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하십시오. 항상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에 명시되어 있는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오일이 뜨거운 경우 압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레벨 플러그를 천천히 푸십시오.
1. 드레인 스크류(A)가 아래에 오도록 휠을 돌리십시오.
드레인 스크류를 탈거하고 오일을 알맞은 용기에
배출시키십시오.
2. 휠을 90도 돌려 “오일 레벨”이라고 표시된 선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정비/ 250시간마다” 참조), 새
오일을 드레인 스크류 구멍을 통해 부으십시오.
오일을 스크류 구멍까지 부으십시오.
3. 드레인 스크류를 재장착하고 150 N•m(11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용량은 “제원”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05-2
102402

정비 / 매년마다
시트 벨트 점검
장착된 구조물, 버클, 벨트 또는 리트랙터가 손상된
경우에는 전체 시트 벨트를 교환하십시오.
적어도 1년에 한 번 시트 벨트와 장착된 구조물을
점검하십시오. 장착된 구조물이 느슨하지 않은지 및
벨트 해짐, 이상 마모, 변색 등 벨트 손상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시트 벨트 교환시, 사용 중인 트랙터용
으로 승인된 교환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벨트 교환이
필요하면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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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1500시간마다 또는 2년마다
전륜 구동 액슬 및 종감속 구동
장치의 오일 교환
최초 100시간 운행 후에 액슬 하우징과 최종 구동
장치의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다음부터는 1500시간
운행 후 또는 2년마다 교환하십시오. 반드시 "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원에 명시된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항상 오일이 따뜻할 때(몇 시간 정도 운행한 직후)
오일을 배출시키십시오.

전륜 구동 액슬 하우징의 오일 교환
주의: 오일이 뜨거운 경우 압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레벨 플러그를 천천히 푸십시오.
1. 드레인 스크류(A)를 분해하고 적절한 용기에 오일을
받으십시오.
2. 드레인 스크류를 다시 끼우고 150 N•m
(110 lb-ft)으로 조이십시오.
3. 오일 레벨/주입구 플러그(B)를 분해하십시오. 새
오일을 주입하십시오. 오일이 주입구까지 차도록
넣으십시오. 플러그를 다시 끼우십시오.
용량은 "제원"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스크류의 위치의 액슬의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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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1500시간마다 또는 2년마다

FWD 종감속 구동 장치의 오일 교환
주의: 오일이 뜨거운 경우 압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레벨 플러그를 천천히 푸십시오.
1. 드레인 스크류(A)가 아래쪽에 오도록 바퀴를
돌리십시오. 드레인 스크류를 분해하고 적절한
용기에 오일을 받으십시오.
2. "OIL LEVEL"이라고 표시된 라인이 수평을 이루도록
휠을 90도 돌리고("정비 / 250시간마다" 참조)
드레인 스크류 구멍으로 새 오일을 주입하십시오.
오일량은 스크류 구멍과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3. 드레인 스크류를 다시 끼우고 150 N•m (110
lb-ft)으로 조이십시오.
용량은 "제원"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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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1500시간마다 또는 2년마다

변속기/유압 오일 교환
(AutoPowr가 장착된 트랙터)
1. 엔진을 시동하고 유압 기능을 여러번 작동시켜 오일
온도를 높이십시오.
2. 트랙터를 평평한 곳에 주차하십시오. 드래프트 링크
와 전방 장착 작업기를 내리십시오.
3. 엔진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4.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변속기는 중립 상태로
두십시오.
5. 드레인 스크류(A)를 분해하십시오.
6. 변속기/유압 오일 필터 엘리먼트(B)를 교환하십시오.
7. 스크류 플러그(C)를 분해하십시오. 흡입 스크린을
빼낸 다음 연료로 세척하십시오. 흡입 스크린을
재장착하십시오.
8. 새 오일을 넣기 전에 씰을 교환한 다음 드레인
스크류를 50 N•m(35 lb-ft)으로 조이십시오.
9. 변속기/유압 오일을 변속기 케이스에 주입하십시오.
용량
A- 드레인 스크류
B- 변속기/유압 오일 필터
C- 스크류 플러그 또는 오일 라인
D- 보조 오일 탱크 (옵션)

AutoPowr ----------------------------- 60 리터(15.9 U.S. gal.)
FWD용 여분 ------------------------ 3 리터(0.8 U.S. gal.)
TLS용 여분 -------------------------- 3 리터(0.8 U.S. gal.)
보조 오일 탱크의 여분 ---------- 14 리터(3.7 U.S. gal.)

엔진을 잠시 구동하고 유압 기능을 작동시키십시오.
엔진을 끄십시오.
오일량을 점검하기전에 10-15분간 기다리십시오.
오일량은 게이지 또는 유량 점검창의 표시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115-3

정비 / 1500시간마다 또는 2년마다
유압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랙터의 부가 작업
1. 유압 라인을 분리하십시오(A).
2. 유압 라인에서 스크린을 빼낸 다음 연료로 세척
하십시오.
3. 스크린을 다시 끼우고 유압 라인을 다시 연결
하십시오.

115-4

정비 / 1500시간마다 또는 2년마다

변속기/유압 오일 교환
(AutoPowr가 장착되지 않은
트랙터)
1. 엔진을 시동하고 유압 기능을 여러번 작동시켜 오일
온도를 높이십시오.
2. 트랙터를 평평한 곳에 주차하십시오. 드래프트 링크
와 전방 장착 작업기를 내리십시오.
3. 엔진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4.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변속기는 중립 상태로
두십시오.
5. 드레인 스크류(A)를 분해하십시오.
6. 변속기/유압 오일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정비/750시간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7. 흡입 스크린을 빼낸 다음 연료로 세척하십시오
(아래 참조).
8. 새 오일을 넣기 전에 흡입 스크린을 재장착하고
씰을 교환한 다음 드레인 스크류를 50 N•m(35
lb-ft)으로 조이십시오.

A- 드레인 스크류
B- 변속기/유압 오일 필터
C- 스크류-플러그
D- 보조 오일 탱크 (옵션)

9. 변속기/유압 오일을 변속기 케이스에 주입하십시오.
PowrQuad Plus 트랙터 ------------ 50 리터(13.2U.S. gal.)
AutoQuad Plus 트랙터 ------------ 50 리터(13.2U.S. gal.)
감속 변속기용 여분 ---------------- 1 리터(0.3 U.S. gal.)
TLS용 여분 --------------------------- 3 리터(0.8 U.S. gal.)
보조 오일 탱크의 여분 ----------- 14 리터(3.7 U.S. gal.)

엔진을 잠시 구동하고 유압 기능을 작동시키십시오.
엔진을 끄십시오.
오일량을 점검하기전에 10-15분간 기다리십시오.
오일량은 유량 점검창의 표시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115-5

정비 / 1500시간마다 또는 2년마다
유압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랙터의 부가 작업
1. 유압 라인을 분리하십시오(A).
2. 유압 라인에서 스크린을 빼낸 다음 연료로 세척
하십시오.
3. 스크린을 다시 끼우고 유압 라인을 다시 연결
하십시오.

전방 PTO 오일 교환 (장착된 경우)
플러그(A) 및 (B)를 풀고 오일을 배출시키십시오.
플러그(A)를 다시 조이십시오. PTO 하우징에 3.5리터
(0.9 U.S. gal.)의 변속기/유압 오일을 주입하십시오.
플러그(B)를 다시 조이십시오.

115-6

정비 / 3000시간마다 또는 3년마다
냉각수 교환
주의: 냉각수 온도가 비등점 이하일 때만 캡(A)
을 여십시오. 캡을 먼저 풀어 압력을 완화시킨
다음 캡을 완전히 여십시오.

참고: COOL-GARD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
주기가 2년 또는 2000시간 운행 후로
줄어듭니다.
1. 캡이 있는 트랙터의 경우 히터 조절기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리십시오.
2. 캡(A)을 약간 푼 다음 여십시오..
3. 연결/분리 조절기(B)를 최대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4. 배출구 아래에 용기를 놓고 냉각수를 받으십시오.
배출 플러그(C)를 여십시오.
냉각수 탱크가 비는 즉시 라디에이터 배출 플러그
(C)를 닫고 깨끗한 물을 주입하십시오.
작동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엔진을 다시 구동하십시오.
엔진을 끄고 냉각수를 배출시키십시오.

A-주입구 캡
B-연결/분리 조절기 (라디에이터 전방부)
C-배출 플러그 (라디에이터 후방부)
D-인터쿨러 호스
E-인터쿨러 라인

다시 배출 플러그를 닫고 깨끗한 물을 주입하십시오.
중요: 엔진이 뜨거울 때는 절대로 찬물이나 냉각수를
주입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온수를 사용하거나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작동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엔진을 다시 구동하십시오.
엔진을 끄고 냉각수를 배출시키십시오.
배출 플러그를 닫으십시오. "최대(max)" 표시까지 장치
에 규격 냉각수를 주입하십시오("연료, 윤활유, 유압
오일 및 냉각수" 단 참조).
엔진을 공회전 시키고 호스(D)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조여서 펌프가 냉각수를 잘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120-1

정비 / 3000시간마다 또는 3년마다
압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엔진을 끄십시오. 냉각수가
라인(E) 밖으로 나올때까지 라인(E)을 푸십시오.
라인(E)을 다시 조이십시오. 엔진을 공회전시키고 다시
한번 호스(D)의 압력을 점검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라인(E)을 다시한번 푸십시오.
냉각수를 "최대(max)" 표시까지 보충하십시오.
엔진을 시동하고 5분간 구동시키십시오.
엔진을 끄고 냉각수를 "최대(max)" 표시까지 보충
하십시오.
엔진을 시동하고 작동 온도까지 높이십시오.
엔진을 끄고 냉각수를 "최대(max)" 표시까지 보충
하십시오.
연결/분리 조절기(B)를 최대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주입구 캡(A) 다시 끼우고 닫으십시오.
효율적인 냉각을 위해, 라디에이터 스크린의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먼지나 오일을 닦아내고 통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120-2

정비 / 필요시마다
엔진 에어클리너
커맨드센터에서 에어클리너가 오염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나타내면 에어클리너의 1차 필터 엘리먼트를
빼내어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음번 정비 시점까지의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차 엘리먼트는 5회 정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5회
정도 청소한 후나 1500시간(또는 2년) 운행 후에는
교환해야 합니다.
후드를 열고 러그(A)를 앞으로 당기고 캐치(B)를
밑으로 여십시오. 커버(C)를 위로 벗기십시오. 1차 필터
엘리먼트(C)를 클리너 하우징에서 당겨 빼내십시오.
중요: 1차 필터 엘리먼트를 빼낸 상태에서는 엔진을
절대 구동하지 마십시오.
A- 러그
B- 캐치
C- 커버

1차 필터 엘리먼트 청소
이 엘리먼트를 현장에서 정비해야 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손바닥으로 톡톡 치십시오.
중요: 가이드 링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정비할 수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 그때 필터
엘리먼트를 철저히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하십시
오.

125-1

정비 / 필요시마다

먼지 엘리먼트 청소
손으로 톡톡 쳐도 먼지가 제거되지 않으면 압축 공기
노즐을 엘리먼트 내부에 넣어 필터 안쪽에서 바깥쪽
으로 부는 방법으로 먼지를 털어내십시오(600 kPa; 6
bar; 90 psi를 초과하면 안됨).
엘리먼트 청소 후에도 에어클리너 표시등이 계속 점등
되면 엘리먼트를 교환하십시오.

2차(안전) 엘리먼트
이 필터가 손상된 경우에는 교환해야 합니다. 2차
엘리먼트는 에어클리너 1차 엘리먼트를 5회 교환할
때나 1500시간 운행 후에 교환하십시오.
중요: 2차(안전) 필터 엘리먼트가 오염된 경우 청소
하지 말고 항상 교환하십시오.

장착
정비하거나 새로 교환한 1차 필터 엘리먼트는 고무
씰이 안쪽(삽입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으로 들어
가도록 하여 필터 하우징에 최대한 밀어넣으십시오.
커버를 아래로 내린 다음 캐치를 결합하십시오.
중요: 필터가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드를
닫거나 엔진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125-2

정비 / 필요시마다

캡 공기 필터 청소
참고: Ultra-Gard 활성탄 필터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필터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필터는 500
시간마다 또는 일년마다 한번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신품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1차 필터를 정비할 때마다 두 개의 캡 공기 필터와
내기 순환 공기 필터를 탈거하여 깨끗한 면에 노즐을
대고 압축 공기로 청소하십시오.
엔진 1차 공기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할 때는 캡 공기
필터도 함께 교환하십시오.

라디에이터 스크린 청소 (장착한
경우)
효율적인 냉각을 위해서는 라디에이터 스크린의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측면에서 스크린(장착된 경우)을 당겨 빼내십시오.
라디에이터 및 라디에이터 스크린의 먼지를 닦아
내십시오.
라디에이터 스크린을 교환하십시오.

참고: 에어컨 계통이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라디에이터를 청소하기전에 에어컨 계통의
콘덴서를 측면에서 당겨 빼내십시오.

125-3

정비 / 필요시마다

에어컨이 장착된 트랙터
효율적인 냉각을 위해서는 콘덴서 외부의 청결을 유지
하십시오.
측면에서 스크린(장착된 경우)을 당겨 빼내십시오. 오염
물질을 닦아내십시오.
트랙터의 양측에서 스프링(A)를 분리하고 콘덴서를
측면에서 당겨 빼내십시오. 오염 물질을 닦아내십시오.
콘덴서를 재장착할 때 하부 및 상부 가이드 레일(B와
C에 각각)에 알맞게 끼워맞추십시오. 또한 콘덴서가
라디에이터의 중앙에 있도록 하십시오. 양측에 스프링
(A)을 재연결하십시오.
콘덴서 및 라디에이터 스크린을 교환하십시오.
A- 스프링
B- 하부 가이드 레일
C- 상부 가이드 레일

125-4

정비 / 필요시마다

연료 필터 점검
필터 내에 물과 침전물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조치
하십시오:
1. 공기빼기 스크류(A)를 푸십시오.
2. 드레인 스크류(B)를 3/4회전시켜 푸십시오. 물과
침전물이 모두 빠지면 즉시 스크류를 다시
조이십시오.
3. 드레인 스크류(C)를 3/4회전시켜 푸십시오. 물과
침전물이 모두 빠지면 즉시 스크류를 다시
조이십시오.
4. 공기빼기 스크류(A)를 조이십시오.
5. 연료 이송 펌프가 작동하도록 메인 스위치 키를
오른쪽(첫번째 스위치 위치)으로 돌리십시오. 약
40초 정도 펌프를 작동시키십시오.
연료 필터에 물이 있으면 1/2 인치 사각 키를 사용하여
연료 탱크 아래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D)를 한 바퀴
돌려 푸십시오. 물을 배출시킨 후 손으로 드레인
플러그를 다시 조이십시오.

A- 공기빼기 스크류
B- 드레인 플러그
C- 드레인 플러그
D- 드레인 플러그 (연료 탱크)

연료 계통 공기빼기
주의: 연료 라인에 남아있는 높은 압력의 유체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주입 펌프 및
노즐 사이의 연료 라인, 센서 또는 기타 부품을
분리하거나 정비하려 하지 마십시오.
연료 계통의 경우, 연료 탱크가 완전히 빈 후 또는
연료 필터를 교환한 후에는 공기빼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료 이송 펌프가 작동하도록 메인 스위치 키를 오른쪽
(첫번째 스위치 위치)으로 돌리십시오. 약 40초 정도
펌프를 작동시키십시오.

125-5

정비 / 필요시마다

모든 윤활부 윤활
고압 세척기로 트랙터를 세차한 경우 모든 윤활부를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로 윤활하십시오.

운전석
John Deere 다목적 그리이스로 슬라이드 레일을 윤활
하십시오.

배터리 폭발 방지
배터리 상단부 근처에 스파크, 성냥불, 불꽃 등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가스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속 물체를 단자에 대는 방법으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전압계나 비중계를
사용하십시오.
동결된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하지
마십시오. 먼저 배터리 온도가 16°C(60°F)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배터리 - 비중 점검
배터리 셀의 전해액 비중을 점검하려면 비중계를 사용
하십시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의 비중값은 1.28입니다.
판독값이 1.20 이하면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참고: 열대 지방의 경우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의
비중값은 1.23입니다.

125-6

정비 / 필요시마다

시동 모터
이러한 점검 후에도 시동 모터가 시동되지 않으면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스타터 스위치를 돌려도 시동 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시동 계통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비중계로
배터리의 비중을 점검하고, 케이블의 단락이나 마모가
없는지 점검하고, 케이블 연결부가 느슨하거나
부식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125-7

정비 / 필요시마다

엔진부의 퓨즈 및 릴레이
중요: 전기 계통의 불필요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절대
이미 설치된 것보다 더 높은 등급의 퓨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트랙터에 어떤 장비가 장착하는가에 따라 아래에
보여지는 퓨즈 및 릴레이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퓨즈 및 릴레이 박스는 엔진부의 상부 우측에
있습니다.
후드를 여십시오.
퓨즈 및 릴레이 박스의 커버(A)를 벗겨내십시오.

퓨즈 및 릴레이
A-퓨즈 F01PLB
B-퓨즈 F02PLB
C-릴레이 K02PLB
D-릴레이 K03PLB
E-릴레이 K01PLB
F-사용 안함

125-8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1PLB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1PLB/01

30 A

후방 ISOBUS 소켓 (작업기 조절 장치에 전원 공급)

BAT

F01PLB/02

70 A

전기 시동 보조 장치의 난방 소자

BAT

F01PLB/03

80 A

메인 퓨즈

BAT

F01PLB/04

80 A

메인 퓨즈

BAT

F01PLB/05

60 A

후방 ISOBUS 소켓 (구성 부품에 전원 공급)

BAT

F01PLB/06

-

사용 안함

125-9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2PLB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2PLB/01

30 A

PTO 속도를 위한 자기 코일

BAT

F02PLB/02

30 A

PTO 속도를 위한 자기 코일

BAT

F02PLB/03

20 A

E-ICV 스텝퍼 모터

BAT

F02PLB/04

20 A

E-SCV 스텝퍼 모터

BAT

F02PLB/05

20 A

ECU 조절 장치

BAT

F02PLB/06

10 A

전기 시동 보조 장치의 모니터

F01PLB/02

F02PLB/07

-

사용 안함

F02PLB/08

-

사용 안함

F02PLB/09

-

사용 안함

F02PLB/10

-

사용 안함

125-10

정비 / 필요시마다

릴레이 K01PLB – K03PLB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설명

회로

K01PLB

70/100 A

시동 모터 릴레이

BAT

K02PLB /01

70 A

전기 시동 보조 장치용 릴레이

BAT

K03PLB /01

70 A

후방 ISOBUS 소켓 전원 공급용 릴레이

BAT

K03PLB /02

20/40 A

후방 작업기 조절 장치(ISOBUS 소켓) 전원 공급용 릴레이

BAT

K58

-

사용 안함

배터리 차단 스위치가 장착된 트랙터의 퓨즈
퓨즈는 라디에이터의 전방에 위치합니다.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F27

1A

연결 부위

회로

라디오, 커맨드 센터 및 그린스타 디스플레이용 비연동 전원

BAT

125-11

정비 / 필요시마다

캡의 퓨즈 및 릴레이 (PowrQuad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
중요: 전기 계통의 불필요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절대
이미 설치된 것보다 더 높은 등급의 퓨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트랙터에 어떤 장비가 장착하는가에 따라 아래에
보여지는 퓨즈 및 릴레이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퓨즈 및 릴레이 박스는 뒷유리 바로 아래의 운전석
뒤에 있습니다.
래치(A)를 밑으로 누르고 트림 패널을 들어올리십시오.

퓨즈 및 릴레이
A-릴레이 K01
B-퓨즈 F02
C-퓨즈 F03
D-퓨즈 F04
E-퓨즈 F05
F-릴레이 K06
G-릴레이 K07
H-사용 안함
I-사용 안함
J-사용 안함

125-12

정비 / 필요시마다
릴레이 K01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설명

회로

K01/01

20/4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2

K01/02

20/40 A

전자 장치 전원 공급용 릴레이

ELX

K01/03

20/4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1

K01/04

-

음향 경음기

125-13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2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2/01

15 A

메인 (키) 스위치

BAT

F02/02

3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2

F02/03

30 A

전자 장치 전원 공급용 릴레이

ELX

F02/04

3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1

F02/05

10 A

연료 이송 펌프, 배터리 차단 스위치

IGN

F02/06

20 A

BCU 조절 장치, PC0 조절 장치, PC6 조절 장치

ELX

F02/07

10 A

BCU 조절 장치

BAT

F02/08

10 A

BCU 조절 장치 (후방 PTO, 전방 PTO, FWD, 디퍼렌셜 록크, HMS,
핸드브레이크 모니터, 레이더)

ELX

F02/09

15 A

좌회전 신호

BAT

F02/10

15 A

우회전 신호, 경고등

BAT

F02/11

20 A

브레이크 스위치

ELX

F02/12

10 A

브레이크등

F02/11

F02/13

10 A

BIF 조절 장치 (와이퍼), DTI 조절 장치

ELX

F02/14

10 A

BIF 조절 장치, DTI 조절 장치

BAT

F02/15

10 A

ECU 조절 장치

ELX

F02/16

10 A

ECU 조절 장치

IGN

125-14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3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3/01

10 A

EPC 조절 장치

ELX

F03/02

10 A

EPC 조절 장치

BAT

F03/03

10 A

EPC 조절 장치

ELX

F03/04

-

사용 안함

ELX

F03/05

-

사용 안함

BAT

F03/06

10 A

TSC 조절 장치

ELX

F03/07

10 A

TSC 조절 장치

BAT

F03/08

10 A

SIC 조절 장치, PC5 조절 장치

ELX

F03/09

10 A

SIC 조절 장치

BAT

F03/10

10 A

TEC 조절 장치, SSU 조절 장치

ELX

F03/11

10 A

TEC 조절 장치, SSU 조절 장치

BAT

F03/12

10 A

JDL 조절 장치

ELX

F03/13

-

사용 안함

F03/14

-

사용 안함

F03/15

10 A

그린스타

ELX

F03/16

10 A

서비스 소켓, 그린스타, JDL 조절 장치

BAT

125-15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4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4/01

20 A

팬 모터

BAT

F04/02

20 A

팬 모터

BAT

F04/03

10 A

ATC/ETC/HTC 조절 장치

ELX

F04/04

10 A

ATC/ETC/HTC 조절 장치, 라디오

BAT

F04/05

10 A

라디오

ACC1

F04/06

15 A

전기 백미러, 시그널 소켓

ACC2

F04/07

15 A

앞유리 와이퍼 모터, 뒷유리 와이퍼 모터

BAT

F04/08

30 A

뒷유리 와이퍼 모터, 뒷유리 히터

BAT

F04/09

15 A

운전석

ACC1

F04/10

10 A

시가라이터, 혼

ACC1

F04/11

10 A

전기 냉각부

ACC1

F04/12

20 A

연료 예열기

BAT

F04/13

-

퓨즈 테스터

F04/14

10 A

CAN BUS

IGN

F04/15

10 A

전방 로더용 플러그, 전자유압 픽업 히치

ACC2

F04/16

10 A

액세서리용 플러그

ACC2

125-16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5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5/01

15 A

조명 스위치

BAT

F05/02

10 A

조명

F05/01

F05/03

10 A

왼쪽 방향지시등, 우측 차폭등(ECE), 번호판등(ECE)

F05/01

F05/04

10 A

왼쪽 방향지시등, 우측 차폭등(ECE)

F05/01

F05/05

15 A

상향빔 전조등

BAT

F05/06

10 A

하향빔 전조등(좌측)

BAT

F05/07

10 A

하향빔 전조등(우측)

BAT

F05/08

20 A

지붕 전방의 작업등

BAT

F05/09

30 A

지붕 후방의 작업등, 지붕 후방의 제논(HID) 작업등, 캡 프레임등(왼쪽
하향빔)

BAT

F05/10

20 A

캡 프레임등(상향 빔), 캡 프레임등(오른쪽 하향빔), 캡 프레임 작업등

BAT

F05/11

20 A

전방 모서리 작업등, 후방 펜더 작업등

BAT

F05/12

30 A

표시등, 에어컨 계통, 캡 프레임 작업등, 캡 프레임의 제논(HID) 작업등

BAT

F05/13

10 A

콘솔등, 라디어등

F05/01

F05/14

10 A

실내등, 계단 조명

BAT

F05/15

10 A
30 A

3-단자 소켓, 소켓 스트립(ECE)
3-단자 소켓, 전원 출력 스트립, 7-단자 소켓(SAE)

ACC2

F05/16

30 A

3-단자 소켓, 소켓 스트립

BAT

125-17

정비 / 필요시마다
릴레이 K06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설명

회로

K06/01

10/20 A

상향빔/하향빔 전조등용 릴레이

K06/02

K06/02

10/20 A

조명용 릴레이

BAT

K06/03

-

K06/04

10/20 A

앞유리 와이퍼용 릴레이

BAT

K06/05

10/20 A

뒷유리 와이퍼용 릴레이

BAT

K06/06

1A

전자 장치 전원 공급용 다이오드

ELX

K06/06

3A

조명용 다이오드

F05/01

K06/07

1A

조명용 다이오드

K06/01

K06/07

3A

PC0 및 PC6 조절 장치 전원 공급용 다이오드

ELX

사용 안함

125-18

정비 / 필요시마다
릴레이 K07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K07/01

20/40 A

K07/02

-

K07/03

20/40 A

K07/04

-

설명

회로

연료 예열 장치 릴레이

BAT

사용 안함
3-단자 소켓, 전원 출력 스트립, 7-단자 소켓(SAE)용 릴레이
“컴-홈” 모드용 플러그

125-19

BAT

정비 / 필요시마다

캡의 퓨즈 및 릴레이 (AutoPowr/IVT
가 장착된 트랙터)
중요: 전기 계통의 불필요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절대
이미 설치된 것보다 더 높은 등급의 퓨즈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참고: 트랙터에 어떤 장비가 장착하는가에 따라 아래에
보여지는 퓨즈 및 릴레이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퓨즈 및 릴레이 박스는 뒷유리 바로 아래의 운전석
뒤에 있습니다.
래치(A)를 밑으로 누르고 트림 패널을 들어올리십시오.

퓨즈 및 릴레이
A-릴레이 K01
B-퓨즈 F02
C-퓨즈 F03
D-퓨즈 F04
E-퓨즈 F05
F-릴레이 K06
G-릴레이 K07
H-사용 안함
I-사용 안함
J-사용 안함

125-20

정비 / 필요시마다
릴레이 K01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설명

회로

K01/01

20/4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2

K01/02

20/40 A

전자 장치 전원 공급용 릴레이

ELX

K01/03

20/4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1

K01/04

-

음향 경음기

125-21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2

125-22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2/01

15 A

메인 (키) 스위치

BAT

F02/02

3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2

F02/03

30 A

전자 장치 전원 공급용 릴레이

ELX

F02/04

30 A

액세서리 전원 공급용 릴레이

ACC1

F02/05

10 A

연료 이송 펌프, 배터리 차단 스위치

IGN

F02/06

20 A

BCU 조절 장치, PC0 조절 장치, PC6 조절 장치

ELX

F02/07

10 A

BCU 조절 장치

BAT

F02/08

10 A

BCU 조절 장치 (후방 PTO, 전방 PTO, FWD, 디퍼렌셜 록크, HMS,
핸드브레이크 모니터, 레이더)

ELX

F02/09

15 A

좌회전 신호

BAT

F02/10

15 A

우회전 신호, 경고등

BAT

F02/11

20 A

브레이크 스위치

ELX

F02/12

10 A

브레이크등

F02/11

F02/13

10 A

BIF 조절 장치 (와이퍼), DTI 조절 장치

ELX

F02/14

10 A

BIF 조절 장치, DTI 조절 장치

BAT

F02/15

10 A

ECU 조절 장치

ELX

F02/16

10 A

ECU 조절 장치

IGN

퓨즈 F03

125-23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3/01

10 A

TCU 조절 장치

ELX

F03/02

10 A

TCU 조절 장치

BAT

F03/03

10 A

UIC 조절 장치

ELX

F03/04

10 A

PLC 조절 장치

ELX

F03/05

10 A

PLC 조절 장치

BAT

F03/06

10 A

TSC 조절 장치

ELX

F03/07

10 A

TSC 조절 장치

BAT

F03/08

10 A

SIC 조절 장치, PC5 조절 장치

ELX

F03/09

10 A

SIC 조절 장치

BAT

F03/10

10 A

TEC 조절 장치, SSU 조절 장치

ELX

F03/11

10 A

TEC 조절 장치, SSU 조절 장치

BAT

F03/12

10 A

JDL 조절 장치

ELX

F03/13

-

사용 안함

F03/14

-

사용 안함

F03/15

10 A

그린스타

ELX

F03/16

10 A

서비스 소켓, 그린스타, JDL 조절 장치

BAT

125-24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4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4/01

20 A

팬 모터

BAT

F04/02

20 A

팬 모터

BAT

F04/03

10 A

ATC/ETC/HTC 조절 장치

ELX

F04/04

10 A

ATC/ETC/HTC 조절 장치, 라디오

BAT

F04/05

10 A

라디오

ACC1

F04/06

15 A

전기 백미러, 시그널 소켓

ACC2

F04/07

15 A

앞유리 와이퍼 모터, 뒷유리 와이퍼 모터

BAT

F04/08

30 A

뒷유리 와이퍼 모터, 뒷유리 히터

BAT

F04/09

15 A

운전석

ACC1

F04/10

10 A

시가라이터, 혼

ACC1

F04/11

10 A

전기 냉각부

ACC1

F04/12

20 A

연료 예열기

BAT

F04/13

-

퓨즈 테스터

F04/14

10 A

CAN BUS

IGN

F04/15

10 A

전방 로더용 플러그, 전자유압 픽업 히치

ACC2

F04/16

10 A

액세서리용 플러그

ACC2

125-25

정비 / 필요시마다
퓨즈 F05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연결 부위

회로

F05/01

15 A

조명 스위치

BAT

F05/02

10 A

조명

F05/01

F05/03

10 A

왼쪽 방향지시등, 우측 차폭등(ECE), 번호판등(ECE)

F05/01

F05/04

10 A

왼쪽 방향지시등, 우측 차폭등(ECE)

F05/01

F05/05

15 A

상향빔 전조등

BAT

F05/06

10 A

하향빔 전조등(좌측)

BAT

F05/07

10 A

하향빔 전조등(우측)

BAT

F05/08

20 A

지붕 전방의 작업등

BAT

F05/09

30 A

지붕 후방의 작업등, 지붕 후방의 제논(HID) 작업등, 캡 프레임등(왼쪽
하향빔)

BAT

F05/10

20 A

캡 프레임등(상향 빔), 캡 프레임등(오른쪽 하향빔), 캡 프레임 작업등

BAT

F05/11

20 A

전방 모서리 작업등, 후방 펜더 작업등

BAT

F05/12

30 A

표시등, 에어컨 계통, 캡 프레임 작업등, 캡 프레임의 제논(HID) 작업등

BAT

F05/13

10 A

콘솔등, 라디어등

F05/01

F05/14

10 A

실내등, 계단 조명

BAT

F05/15

10 A
30 A

3-단자 소켓, 소켓 스트립(ECE)
3-단자 소켓, 전원 출력 스트립, 7-단자 소켓(SAE)

ACC2

F05/16

30 A

3-단자 소켓, 소켓 스트립

BAT

125-26

정비 / 필요시마다
릴레이 K06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설명

회로

K06/01

10/20 A

상향빔/하향빔 전조등용 릴레이

K06/02

K06/02

10/20 A

조명용 릴레이

BAT

K06/03

10/20 A

변속기 가용 릴레이

F03/01

K06/04

10/20 A

앞유리 와이퍼용 릴레이

BAT

K06/05

10/20 A

뒷유리 와이퍼용 릴레이

BAT

K06/06

1A

전자 장치 전원 공급용 다이오드

ELX

K06/06

3A

조명용 다이오드

F05/01

K06/07

1A

조명용 다이오드

K06/01

K06/07

3A

PC0 및 PC6 조절 장치 전원 공급용 다이오드

ELX

125-27

정비 / 필요시마다
릴레이 K07

퓨즈 번호

퓨즈 세기 (A)

K07/01

20/40 A

K07/02

-

K07/03

20/40 A

K07/04

-

설명

회로

연료 예열 장치 릴레이

BAT

주차 록크용 음향 경음기
3-단자 소켓, 전원 출력 스트립, 7-단자 소켓(SAE)용 릴레이
“컴-홈” 모드용 플러그

구동 벨트 교환
참고: 전방 PTO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판매업체에서
구동 벨트를 교환하십시오.
고리를 당긴 후 후드를 위로 들어올리십시오.

125-28

BAT

정비 / 필요시마다
구동 벨트 장력 완화
주의: 배터리 접지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텐셔너 롤(C)의 커버를 탈거하십시오. 15 mm(19/32 in.)
렌치(화살표 참조)를 사용하여 텐셔너 롤 캡 스크류를
돌리십시오. 구동 벨트 텐셔너가 자동으로 팽팽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구동 벨트 텐션너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구멍(A와 B)이 일직선이 되도록 텐셔너 롤 캡
스크류(화살표 참조)를 돌리십시오. 일직선이 된 두
구멍에 직경이 5 mm(0.2 in.)인 핀을 끼우십시오.
팽팽하게 하기 전에 아이들러 롤을 조금 돌려 금속
핀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금속 핀을 꺼내십시오. 구동
벨트 텐셔너가 자동으로 팽팽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A-구멍(캠)
B-구멍(베이스 판)
C-아이들러 풀리

125-29

정비 / 필요시마다
구동 벨트 교환
6개의 스크류(A)를 팬에서 푸십시오.
구동 벨트(A)를 팬(C)에서 빼내고 신품 구동 벨트를
장착하십시오 (벨트의 장착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십시
오).
중요: 장착시, 항상 새로운 파형 스크류를 사용하십시오.
파형 스크류를 다음의 규정값으로 조이십시오.
규정값
팬에 장착시 토오크 값

----------------------------22 – 28 N•m
16 – 21 lb-ft

A-파형 스크류
B-구동 벨트
C-팬

125-30

정비 / 필요시마다

구동 벨트를 올바르게 장착하고 구동 벨트 장력을 다시
완화시키십시오.

125-31

고장 진단 및 조치
유압 계통
증상

원인

해결 방법

유압 계통이 작동되지 않음

유압 계통에 오일이 충분하지 않음

게이지의 표시선까지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유압 필터가 막힘

유압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오일 냉각기의 공기 통로가 막힘

오일 냉각기를 청소하십시오.

유압 계통에 오일이 충분하지 않음

게이지의 표시선까지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유압 필터가 막힘

유압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히치 상승력 저하

히치에 과도한 부하가 걸림

부하를 감소시키십시오.

히치의 하강 속도가 너무 느림

하강 속도 조절기가 올바로 조절되지
않음

하강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견인 하중에 대한 히치 응답이 없음

시스템 조절 장치가 높이(Height)
또는 부하 대 깊이(Load-and-Depth)
컨트롤 위치에 있음

시스템 조절 장치를 부하
컨트롤(Load Control) 위치로
두십시오.

히치의 과도한 움직임

시스템 조절 장치가 부하 컨트롤
위치에 있음

시스템 조절 장치를 부하 대 깊이
위치로 두십시오.

유압 오일 과열

130-1

고장 진단 및 조치

엔진
증상

원인

해결 방법

엔진 시동이 어렵거나 되지 않음

탱크에 연료 없음

적정 연료로 탱크를 채우십시오.

연료 계통에 공기가 있음

연료 계통에서 공기를 빼내십시오.

외기 온도가 낮음

냉간 시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연료 필터가 막힘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하십시오.

크랭크케이스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음

알맞은 점도의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예열 플러그 고장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엔진 오일 부족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연료 분사 펌프의 타이밍 부정확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냉각수 부족

적정량을 라디에이터에 채우십시오.
냉각 계통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팬 벨트가 느슨하거나 결함이 있음

벨트 장력을 조절하거나 벨트를
교환하십시오.

냉각수의 전면 교환 필요

냉각수를 배출시키고 완전히 새로
채우십시오.

오일 냉각기 또는 그릴 스크린 오염

오일 냉각기와 스크린을
청소하십시오.

온도 조절 장치 결함

온도 조절 장치를 점검하십시오.

엔진 오일 압력이 너무 낮음

엔진 오일량이 낮음

엔진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오일 소모량이 높음

오일 점도가 너무 낮음

오일을 배출시키고 정확한 점도의
오일을 새로 주입하십시오.

오일 누출

라인과 가스켓 주위에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엔진의 노킹

엔진 과열

130-2

고장 진단 및 조치

증상

원인

해결 방법

연료 소모량 증가

연료 종류가 잘못됨

적정 등급의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밸브 간극이 올바르지 않음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연료 분사 노즐이 오염되었거나
손상됨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엔진의 타이밍이 부정확함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에어클리너가 막히거나 오염됨

에어클리너를 정비하십시오.

연료 등급이 맞지 않음

적정 등급의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에어클리너가 막힘

에어클리너를 정비하십시오.

머플러에 결함이 있음

머플러를 교환하십시오.

연료 분사 노즐이 오염되었거나
손상됨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연료 등급이 맞지 않음

적정 등급의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엔진이 냉각됨

정상 작동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엔진을 구동하십시오.

온도 조절 장치 결함

온도 조절 장치를 교환하십시오.

엔진의 타이밍이 부정확함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예열 플러그 고장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엔진의 배기 가스가 검거나 회색임

엔진의 배기 가스가 흰색임

130-3

고장 진단 및 조치

전기 계통
증상

원인

해결 방법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음

연결부가 느슨하거나 부식됨

배터리 연결부를 청소하고
조이십시오.

발전기 고장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가 황산화됨

배터리 전해액의 비중과 양을
점검하십시오.

발전기 벨트가 느슨하거나 결함이
있음

벨트 장력을 조절하거나 벨트를
교환하십시오.

연결부가 느슨하거나 부식됨

연결부를 청소하고 조이십시오.

배터리 출력이 낮음

배터리를 점검하고 다시
충전하십시오.

퓨즈가 끊김

새 퓨즈로 교환하십시오.

시동 모터의 고장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 출력이 낮음

배터리를 점검하고 다시
충전하십시오.

크랭크케이스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음

크랭크케이스 오일을 배출하고
올바른 점도의 오일을 채우십시오.

연결부가 느슨하거나 부식됨

연결부를 청소하고 조이십시오.

시동 모터의 고장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시동 모터 작동 불량

시동 모터가 천천히 크랭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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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진단 코드의 의미
트랙터의 전기 회로는 여러 제어 장치에 의해 모니터링
됩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진단 코드가 생성되고
메모리에 보관됩니다. 이러한 코드의 대부분은 운전
전에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제
그림 참조)
또한 대시 보드에 청색 INFO(정보) 표시등, 황색
CAUTION(주의) 표시등, 적색 STOP(정지) 표시등으로
고장의 정도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메시지가 자체 설명(예: 변속기 오일 필터 오염)
이 아니면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상의하십시오.

인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고장 진단 코드는 다음 페이지
부터 설명되는 해결 방법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
다(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코드도 있음). 고장 진단
코드의 의미는 제어 장치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고장 진단 코드는 트랙터에 장착된 장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출되어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이 가능합니다:
• 커맨드센터의 표시 내용
• 그린스타 디스프레이의 표시 내용 (자세한 내용은 디
스플레이 작동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디스플레이

경고(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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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절
운전자는 여러 주소에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트랙터 구성품의 작동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소
ATC033

의미

값

온도 표시기

000 원하는 온도와 외기 온도를 번갈아 나타냄
255 원하는 온도만

BCU026

방향 지시등의 음향

000 음향 OFF
001 음향 ON

BCU165

리프트 속도 조정*

000 최소 리프트 속도
255 최대 리프트 속도

BIF023

작업등 경고 임계값

경고 작동 속도

* 록커 스위치를 통해 록크샤프트를 작동할 때만 이 조절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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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접속하기
메인 메뉴 키(A)를 누르고 화면에서 정보 디스플레이
(B)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화면에 모든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 메인 메뉴 키
B- 정보 디스플레이

“자기 조절”을 하고자 하는 진단 주소 화면에서 원하는
조절 장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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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고장 코드 화면에 조절 장치의 목록이 나타나고
진단 고장 코드와 함께 조절 장치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이 정보는 장치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체에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

CAN Bus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조절 장치는 조절
장치 화면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카운터는 해당 조절
장치의 메시지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ATC 조절 장치 (옵션)
ATC(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ClimaTrak 자동 에어컨 계통 조절을 담당합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135-4

고장 진단 코드

BCU(기본 제어 장치/히치 제어 장치)
BCU(기본 제어 장치)는 트랙터의 기본 기능 및 히치를 제어합니다.
표시등

고장 진단 코드

간략한 설명

설명

청색
청색
황색
청색

BCU 000096.17
BCU 000186.17
BCU 001058.18
BCU 001504.14

연료량이 적음
후방 PTO
제동 장치
HMS

청색
청색
청색
황색
청색
청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청색
청색

BCU 001882.17
BCU 001894.31
BCU 001896.31
BCU 002818.31
BCU 523689.31
BCU 523749.31
BCU 523839.14
BCU 523839.31
BCU 523904.31
BCU 523908.14
BCU 524216.02
BCU 524216.14

전방 PTO
후방 PTO
후방 PTO
후방 PTO
디퍼렌셜 록크
후방 PTO
핸드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전방 PTO
후방 PTO
HMS
HMS

청색
청색
청색

BCU 524216.31
BCU 524224.02
BCU 524224.14

전방 PTO
HMS
HMS

청색

BCU 524224.31

후방 PTO

연료 탱크를 채우십시오
후방 PTO 속도가 너무 낮음. 스위치를 off한 후 다시 on시키십시오
에어 브레이크의 압력이 너무 낮음
HMS와 함께 작동시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최근에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방 PTO 속도가 너무 낮음. 스위치를 off한 후 다시 on하십시오
후방 PTO 작동이 안됨. 모든 PTO 스위치를 off하십시오.
후방 PTO 속도의 프리셀렉션을 계속 변경하지마십시오
운전자 자리 이탈
디퍼렌셜 록크 스위치가 상시 on되거나 이상
후방 PTO 작동이 안됨. 스위치를 off한 후 다시 on하십시오
핸드브레이크가 on인 상태에서 기어가 걸려 있음
핸드브레이크가 on인 상태에서 트랙터가 움직임
운전자 자리 이탈
펜더에서 스위치 on해서 후방 PTO가 이제 on 할수 있음
전방 PTO 스위치를 off하십시오
HMS와 함께 작동시키기 위해 전방 PTO 스위치를 on 해야함. 주의:
학습 모드가 아닐 경우 PTO는 on됨
전방 PTO 스위치를 off하십시오
후방 PTO 스위치를 off하십시오
HMS와 함께 작동시키기 위해 후방 PTO 스위치를 on 해야함. 주의:
학습 모드가 아닐 경우 PTO는 on됨
후방 PTO 스위치를 off하십시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BIF(기본 인포메이터)
BIF(기본 인포메이터)는 인스트루먼트 장치입니다.
표시등

고장 진단 코드

간략한 설명

설명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청색

BIF 002348.01
BIF 002348.05
BIF 002873.31
BIF 522427.01
BIF 522435.01
BIF 523900.01
BIF 523909.01

조명
조명
조명
와이퍼
와이퍼
조명
조명

캡 프레임의 조명이 상향빔에서 작동안함.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캡 프레임의 조명이 상향빔에서 작동안함. 전구를 점검하십시오
도로 주행동안 작업등을 off 시키십시오
앞유리 와이퍼 이상.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앞유리 와이퍼 이상.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캡 프레임의 왼쪽 조명이 상향빔에서 작동안함.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캡 프레임의 오른쪽 조명이 상향빔에서 작동안함.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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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분산 트랙터 인포메이터 스위치 모듈)
DSM(분산 트랙터 인포메이터 스위치 모듈)은 커맨드센터(DTI)의 키보드를 담당합니다.
표시등

고장 진단 코드

간략한 설명

설명

청색

DSM 000168.04

캡 프레임의 조명이 상향빔에서 작동안함.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청색

DSM 523523.10
-DSM 523610.10

전기 계통의 전압이
낮음
전기 계통

스위치 모듈의 버튼 작동 이상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CU(엔진 제어 장치)
ECU(엔진 제어 장치)는 엔진 제어를 담당합니다.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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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설명

설명

황색
황색
적색
황색
청색
청색

ECU 000097.16
ECU 000107.00
ECU 000190.00
ECU 000190.16
ECU 001569.31
ECU 523581.31

엔진에 물이 가득 찼음
엔진 에어클리너가 막힘
엔진 속도가 높음
엔진 속도가 높음
엔진 속도
엔진 속도

엔진
공기
엔진
엔진
엔진
분사

동력이
필터를
속도를
속도를
동력이
계통이

제한됨. 물을 배출시키십시오
청소 또는 교환하십시오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
줄어듬
최근에 조정됨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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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전자식 PowrQuad 컨트롤러)
EPC(전자식 PowrQuad 컨트롤러)는 PowrQuad Plus 및 AutoQuad Plus 변속기용 컨트롤러입니다.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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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설명

설명

청색
황색
적색
적색
황색
청색
황색
청색
청색

EPC 000084.14
EPC 000126.16
EPC 000127.01
EPC 000177.00
EPC 000177.16
EPC 001713.15
EPC 001713.16
EPC 522506.31
EPC 523961.07

변속기
변속기
변속기
와이퍼
변속기
변속기
변속기
조절기
조절기

황색
청색
청색

EPC 523968.31
EPC 524020.31
EPC 524023.31
- EPC 524025.31

변속기
조절기
조절기

저감된 레벨에서 변속기 작동. 차량이 움질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변속기 오일 필터 막힘.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변속기 오일 압력이 너무 낮음.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변속기 오일 온도가 너무 높음.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변속기 오일 온도가 높음.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유압 오일 필터를 빨리 교환해야 함
유압 오일 필터 막힘.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시동시 역주행 레버가 중립에 있지않음. 중립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차 록크 결합시 역주행 레버가 중립에 있지않음. 중립으로
움직이십시오
변속기의 “컴-홈” 모드 작동
시동시 역주행 레버가 중립에 있지않음. 중립으로 움직이십시오
이상에 의해 변속기가 중립에 있음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TC(전자식 온도 조절 장치) (옵션)
ETC(전자식 온도 조절 장치)는 히터 및 에어컨 계통(자동 에어컨 계통 제외)을 위한 컨트롤러입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HTC(전자식 히터 제어 장치) (옵션)
HTC(전자식 히터 제어 장치)는 히터(에어컨 계통 제외)을 위한 컨트롤러입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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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L(JD 링크 제어 장치)
JDL(JD 링크 제어 장치)는 트랙터의 전자 통신을 담당합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PLC(주차 록크 컨트롤러) (옵션)
PLC(주차 록크 컨트롤러)는 주차 록크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SIC(E-ICV 및 E-SCV 컨트롤러) (옵션)
SIC(E-ICV 및 E-SCV 컨트롤러)는 E-SCV 및 E-ICV(선택 조절 밸브 및 독립 조절 밸브)를 제어합니다.
표시등

고장 진단 코드

간략한 설명

설명

청색

SIC 000177.01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청색

SIC 523869.18
SIC 523870.18
SIC 522871.18
SIC 523887.18
SIC 523888.18
SIC 523889.18
SIC 523893.18

선택 조절 밸브
(ICV/SCV)
ICV I
ICV II
ICV III
SCV I
SCV II
SCV III
SCV IV

ICV/SCV 미작동. 유압 오일 온도가 너무 낮음.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ICV I 미작동.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ICV II 미작동.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ICV III 미작동.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SCV I 미작동.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SCV II 미작동.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SCV III 미작동.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SCV IV 미작동.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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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조향 계통 장치) (옵션)
SSU(조향 계통 장치)는 AutoTrac 자동 조향 계통의 조절을 담당합니다.
표시등

고장 진단 코드

간략한 설명

설명

황색
황색
황색

SSU 001504.14
SSU 001504.31
SSU 523767.14

AutoTrac 장치
AutoTrac 장치
AutoTrac 장치

운전자 자리 이탈. AutoTrac 불능
운전자 자리 이탈. 착석하십시오

AutoTrac 버튼을 너무 오래 눌렀음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TCU(변속기 제어 장치) (옵션)
TCU(변속기 제어 장치)는 AutoPowr/IVT 변속기를 제어합니다.
표시등

고장 진단 코드

간략한 설명

설명

적색
황색
적색
황색

TCU 000127.01
TCU 000161.00
TCU 000177.00
TCU 000191.00

변속기
변속기
변속기
변속기

변속기 오일 압력이 너무 낮음. 오일량 및 필터를 점검하십시오
엔진 속도가 너무 높음. 대지 속도를 낮추십시오

변속기 오일 압력이 너무 높음. 오일량 및 필터를 점검하십시오
엔진 속도가 너무 높음. 대지 속도를 낮추십시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TEC(트랙터 장비 제어 장치) (옵션)
TEC(트랙터 장비 제어 장치)는 차량 CAN BUS와 ISOBUS 사이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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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트랙터 장비 제어 장치) (옵션)
TEI(트랙터 장비 제어 장치)는 차량 CAN BUS와 ISOBUS 사이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TSC(트랙터 서스펜션 제어 장치) (옵션)
TSC(트랙터 서스펜션 제어 장치)는 캡과 프론트 액슬 현가 장치의 제어를 담당합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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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옵션)
UIC(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는 주행 속도와 방향에 관한 운전자의 다양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표시등

고장 진단 코드

간략한 설명

설명

황색
청색
청색

UIC 000606.16
UIC 001504.30
UIC 001504.31

엔진
조절기
조절기

청색

UIC 001713.15

황색

UIC 001713.16

청색

UIC 523956.31

유압 오일 필터
막힘
유압 오일 필터
막힘
조절기

엔진 속도가 너무 높음. 대지 속도를 낮추십시오
구동전에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를 작동시키고 주차위치 시키십시오
구동전에 착석하거나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를 작동시키고 주차위치
시키십시오
필터를 빨리 교환하십시오

황색

UIC 523957.31

전기 계통

청색

UIC 523960.31

조절기

청색

UIC 523966.11

청색

UIC 523966.14

청색

UIC 523966.31

황색

UIC 524020.31

변속기 “컴-홈”
모드 작동
변속기 “컴-홈”
모드 작동
변속기 “컴-홈”
모드 작동
조절기

청색

UIC 524180.07

청색

UIC 524180.14

청색

UIC 524180.31

청색
청색

UIC 524190.14
UIC 524193.14

청색

UIC 524193.31

변속기 “컴-홈”
모드 작동
변속기 “컴-홈”
모드 작동
변속기 “컴-홈”
모드 작동
변속기
변속기 오일
온도 낮음
변속기 오일
온도 낮음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시동을 걸 때 레버를 전진 또는 역주행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차위치로 변속하고 다시 시동을 거십시오.
시동을 걸 때 레버를 전진 또는 역주행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차위치로 변속하고 다시 시동을 거십시오
구동전에 착석하거나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를 작동시키고 주차위치
시키십시오
다시 시동을 거십시오
주행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레버를 주차 위치 또는 중립으로 움직이십시오
시동을 걸 때 레버를 전진 또는 역주행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차위치로 변속하고 다시 시동을 거십시오.
멈추려면 클러치를 밟으십시오
클러치를 밟으십시오
클러치를 놓으십시오
슬립 제어 실행
오일이 데워질때까지 차량은 작동하지 않음
주차 위치로 변속하십시오

기타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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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M(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옵션)
UIM(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는 그린스타 디스플레이 2100의 키보드를 담당합니다.
진단 고장 코드가 나타나면, 트랙터의 하부 어셈블리중의 하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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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장기 보관
연료 탱크를 채우십시오.

최대 1년 정도 장기간 트랙터를 보관할 경우 아래 보관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이 기간이 끝나면 엔진이 작동
온도에 도달하고 일부 유압 기능이 작동할 때까지
엔진을 구동하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 이후의 연장
기간 동안에도 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원하는 경우 팬/발전기 벨트를 떼어내십시오.
배터리를 떼어내고 청소하십시오. 그런 다음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완전히 충전한 상태로 두십시오.

중요: 트랙터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수직을 준수하면 보관 기간 동안 트랙터의
부식이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염분이 없는 물로 트랙터 외부를 씻어내고 긇힌
도장면을 페인트로 칠해 주십시오.
페인트로 칠하기 어려운 노출 금속 부위는 그리이스나
부식 방지제로 코팅해 주십시오.

엔진 오일과 필터를 교환하고 변속기 오일과 필터도
교환하십시오. 쓰다 남은 오일은 적절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통기구나 배출구 같은 입구는 모두 봉하십시오.

에어클리너를 청소하십시오.

건조하고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곳에 트랙터를
보관하십시오. 트랙터를 외부에 보관할 때는 방수포로
덮으십시오.

단지 수 개월 보관하는 경우라면 냉각 계통을 배출하고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보관시에는 냉각 계통을 배출하고 완전히 새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냉각수로 채우십시오.

타이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트랙터에 받침대를
대십시오. 열과 직사광선으로부터 타이어를
보호하십시오.

에어컨이 장착된 트랙터
에어컨 계통이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한달에 한번씩
수동으로 풀리의 내부부품을 몇바퀴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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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트랙터 보관이 끝나면
후드 아래에 먼지 또는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청소하십시오.

모든 보호 덮개를 벗겨내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받침대를 제거하십시오.
배터리를 장착하고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음극
단자를 접지시키십시오!

주의: 밀폐된 건물 내에서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엔진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충분히
환기시키십시오.

변속기 및 유압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연료 보충이
필요한지 점검하십시오. 라디에이터의 냉각수량을
점검하십시오. 크랭크케이스의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750시간 정비를 실시하십시오.

140-2
102402

제원
엔진
엔진 종류
- 6230 트랙터.........................................
- 6330 트랙터.........................................
- 6430 트랙터.........................................

4045HL480
4045HL480
4045HL480

정격 엔진 속도에서 ECE-R24에 따른 엔진 파워
- 6230 트랙터.........................................
- 6330 트랙터.........................................
- 6430 트랙터.........................................

77 kW (104 hp)
84 kW (114 hp)
92 kW (125 hp)

최대 토오크
- 6230 트랙터(1500 rpm) ..........................
- 6330 트랙터(1500 rpm) ..........................
- 6430 트랙터(1500 rpm) ..........................

381 N•m (281 lb-ft)
432 N•m (318 lb-ft)
470 N•m (346 lb-ft)

실린더 수..................................................................

4

보어...........................................................................
행정...........................................................................
배기량 .......................................................................

106.5 mm (4.19 in.)
127.0 mm (5.00 in.)
4530 cm3 (276 in3)

점화 순서..................................................................

1-3-4-2

흡기 밸브 간극.........................................................
배기 밸브 간극.........................................................

0.35 mm (0.014 in.)
0.45 mm (0.018 in.)

저속 공회전..............................................................
고속 공회전..............................................................

845 - 855 rpm
2455 - 2465 rpm

정격 엔진 속도.........................................................

2300 rpm

작업 속도 범위.........................................................

1500 - 2300 rpm

PTO 작업을 위한 엔진 속도
- 540 rpm 후방 PTO ................................
- 540E rpm 후방 PTO(가역식/가변식) ...........
- 540E rpm 후방 PTO ..............................
-6개의 스플라인을 장착한 1000 rpm 후방
PTO(시계방향으로 회전) .............................
-21개의 스플라인을 장착한 1000 rpm 후방
PTO(반시계방향으로 회전) ..........................

2124 rpm
2143 rpm
1684 rpm
2185 rpm
2185 rpm

PTO 동력 출력
정격 PTO 속도에서 최대 PTO 동력 (공장에서 측
정, PTO에서 1000 rpm으로)

6230

6330

6430

66 kW
(90 hp)

74 kW
(101 hp)

81 kW
(110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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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PowrQuad 변속기············································유성 기어, 유압식 작동
기어 선택··························································전진 기어 16 또는 24단, 후진 기어 16 또는 24단
역주행 레버 작동 ···········································기계식/유압식, 부하를 받은 상태에서, 클러치 작동 없이
클러치 ·······························································기계식/유압식
AutoPowr 변속기 ·············································무한 가변 기계식/유압식 변속기
속도 레인지······················································0.05 - 40 km/h (0.03 - 25 mph) 또는 0.05 - 50 km/h (0.03 - 31 mph)
주행 방향 변경 ················································전기식, 부하를 받은 상태에서, 클러치 작동 없이

유압 계통
트랙터에 다음과 같은 유압 펌프 중 하나가 장착됩니다.
28 cm3(1.7 in3), 41 cm3(2.5 in3) 또는 45 cm3(2.7 in3) 펌프:······················· 부하 감지 제어기가 있는 폐쇄형 센터 시스템
펌프·············································································································· 축형 피스톤 또는 기어형 펌프
시스템 압력
- 최소(대기):································································································ 3000 kPa(30 bar; 435 psi)
- 최대:·········································································································· 20000 kPa(200 bar; 2900 psi)
조향 시스템································································································· 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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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및 중량
최대 허용 정적 수직 부하
- 연결봉(운반 위치, 250 mm; 9.8 in.).........................................
- 연결봉(작동 위치) ...................................................................
250 mm (9.8 in.) 확장 .............................................................
350 mm (13.8 in.) 확장 ...........................................................
400 mm (15.7 in.) 확장 ...........................................................
550 mm (21.7 in.) 확장 ...........................................................
- 트레일러 히치 ..........................................................................
- 픽업 히치의 후크.....................................................................
- 피스톤 픽스

2250 kg (4960 lb)
1400 kg (3085 lb)
1200 kg (2645 lb)
800 kg (1765 lb)
2000 kg (4410 lb)
3000 kg (6615 lb)*
3000 kg (6615 lb)*

- 볼타입 견인 히치(운반) ...........................................................
- 볼타입 견인 히치(경작지) .......................................................

3000 kg (6615 lb)*
4000 kg (8815 lb)

최대 허용 프론트 액슬 부하
- 6130 및 6230 트랙터...............................................................
- 6330 트랙터(브레이크 미장착 액슬).......................................
- 6430 트랙터(브레이크 미장착 액슬).......................................
- 6330 트랙터(브레이크 장착 액슬) ..........................................
- 6430 트랙터(브레이크 장착 액슬) ..........................................
- 프론트 로더 작동(6130 및 6230 트랙터)..............................
- 프론트 로더 작동(6330 및 6430 트랙터)..............................
최대 허용 리어 액슬 부하
- 6130 및 6230 트랙터...............................................................
- 6330 및 6430 트랙터...............................................................
최대 허용 총 웨이트
- 6130 및 6230 트랙터...............................................................
- 6330 및 6430 트랙터...............................................................

1600 kg (3525 lb)

3000 kg (6615 lb)
3600 kg (7935 lb)
3800 kg (8375 lb)
4000 kg (8815 lb)
4200 kg (9260 lb)
5500 kg (12125 lb)**
5800 kg (12790 lb)**
5600 kg (12345 lb)
6500 kg (14325 lb)

7000 kg (15430 lb)
8200 kg (18075 lb)

* 최대 허용 주행 속도 40 km/h(24.9 mph). 고속 주행 속도에서 최대 허용 정적 수직 부하는 2000 kg (4400 lb)으로 제한됩니다.
** 최대 주행 속도 8 km/h(5 mph), 최대 트레드 폭 1.80 m(71 in.)

참고: 국가마다 최대 허용 액슬 부하와 총중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에 인용된 것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145-3

제원

견인 하중
견인되는 하중의 제동 방식에 따라 허용되는 중량 및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일러/작업기 브레이크 시스템
- 브레이크 없음 ....................................................
- 독립 브레이크 ....................................................
- 오버런 브레이크.................................................
- 유압 브레이크 ....................................................
- 싱글 라인 공기 브레이크..................................
- 듀얼 라인 공기 브레이크..................................

최대 견인 중량
3000 kg (6615 lb)
4000 kg (8820 lb)
8000 kg (17635 lb)
34000 kg (74955 lb)
34000 kg (74955 lb)
34000 kg (74955 lb)

최대 주행 속도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25 km/h (15.5 mph)
최대 설계 속도

법률에 규정된 제한 속도가 위에 인용된 속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허용 하중 계산 방법
D값을 기준으로하여 허용 트랙터 중량 및 허용
트레인러 중량 계산

D*B
트랙터 하중 A = —————
(G * B) - D

EC-승인된, 동적 테스트를 거친 트레일러는 항상
D값을 가집니다. 이것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십시오.

D*A
트레일러 하중 B = —————
(G * A) - D

G*A*B
D = —————
A+B
D=
G=
A=
B=

허용 트레일러 하중 계산 방법 예제:
주어진 값: D값, D = 55kn = 55000 N
트랙터 하중 A = 7000 kg

트레일러의 D값
2
중력 상수 9.81 m/s
트렉터 하중
트레일러 하중

55000 N * 7000 kg
B = ——————————————— = 28163 kg
2
(9.81 m/s * 7000 kg) - 55000 N

주어진 D값과 주어진 트랙터 하중을 이용하여
트레일러 하중을 계산하고 또한 주어진 D값과 주어진
트레일러 하중을 이용하여 트랙터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십시오:

허용 견인 하중 및 트랙터 하중에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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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통
배터리 ······················································································· 12 V, 110 Ah 또는 12 V, 154 Ah
과전압 보호 기능이 있는 발전기··········································· 14 V 90 A 또는 14 V 115 A 또는 14 V 150 A
시동 모터·················································································· 12 V, 3.0 kW(4.0 hp)
배터리 단자 접지····································································· 음극

용량
연료 탱크················································································································ 160 L (42.3 U.S.gal.)
165 L (44.6 U.S.gal.) 또는 185 L (48.9 U.S.gal.)
냉각 계통················································································································ 24.0 L (6.3 U.S.gal.)
크랭크케이스(필터 포함) ······················································································· 16 L (4.2 U.S.gal.)
변속기/유압 계통
- PowrQuad Plus 변속기(16/16단)········································································
- PowrQuad Plus 변속기(24/24단)········································································
- AutoQuad Plus 변속기(24/24단)·········································································
- AutoPowr 변속기·································································································
- 감속 변속기용 여분 ····························································································
- FWD용 여분·········································································································
- TLS 액슬용 여분 ·································································································

49 L (12.9 U.S.gal.)
50 L (13.2 U.S.gal.)
50 L (13.2 U.S.gal.)
60 L (15.9 U.S.gal.)
1 L (0.3 U.S.gal.)
3 L (0.8 U.S.gal.)
3 L (0.8 U.S.gal.)

- 전방 PTO············································································································· 3.5 L (0.9 U.S.gal.)
전륜 구동
- 액슬 하우징 ········································································································· 6.5 L (1.7 U.S.gal.)
- 종감속 구동(브레이크 미장착)············································································ 0.6 L (0.2 U.S.gal.)
- 종감속 구동(브레이크 장착) ··············································································· 0.9 L (0.3 U.S.gal.)

소음 기준
작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소음 기준은 75
dB(A)입니다.
캡을 닫은 상태에서 지침 77/311 EEC, 부록 II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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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프론트 액슬 부하의 부하 용량
참고: 프론트 로더를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 주행
속도는 8 km/h(5 mph)입니다. 프론트 로더를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 전륜 트레드는 1.80 m(71
in.)입니다.

중요: 최대 프론트 액슬 부하를 준수하십시오("부하 및
중량" 참조).
타이어 제조업체에 따라 최대 허용 프론트 액슬 부하가
여기에 인용된 것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허용 부하는 중량 속도 지수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나 타이어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공장 출하시 트랙터에 다음과 같은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타이어
표시 반경(SRI)
12.4-24··························550 mm (21.7 in.)
13.6-24··························575 mm (22.6 in.)
14.9-24··························600 mm (23.6 in.)
16.9-24··························625 mm (24.6 in.)
11.2-28··························575 mm (22.6 in.)
12.4-28··························600 mm (23.6 in.)
13.6-28··························625 mm (24.6 in.)
14.9-28··························650 mm (25.6 in.)
13.6-38··························750 mm (29.5 in.)
320/85-24 ·····················550 mm (21.7 in.)
340/85-24 ·····················575 mm (22.6 in.)
380/70.24······················575 mm (22.6 in.)
380/85-24 ·····················600 mm (23.6 in.)
420/70-24 ·····················600 mm (23.6 in.)
420/85-24 ·····················625 mm (24.6 in.)
440/65-24 ·····················575 mm (22.6 in.)
480/65-24 ·····················600 mm (23.6 in.)
480/70-24 ·····················625 mm (24.6 in.)
540/65-24 ·····················625 mm (24.6 in.)
280/85-28 ·····················575 mm (22.6 in.)
320/85-28 ·····················600 mm (23.6 in.)
340/85-28. ····················625 mm (24.6 in.)
380/70-28 ·····················625 mm (24.6 in.)
380/85-28 ·····················650 mm (25.6 in.)
420/70-28 ·····················650 mm (25.6 in.)
480/65-28 ·····················650 mm (25.6 in.)
520/60-28 ·····················650 mm (25.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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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리어 액슬 부하의 부하 용량
중요: 최대 리어 액슬 부하를 준수하십시오("부하 및
중량" 참조).
타이어 제조업체에 따라 최대 허용 리어 액슬 부하가
여기에 인용된 것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허용 부하는 중량 속도 지수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나 타이어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공장 출하시 트랙터에 다음과 같은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타이어
표시 반경(SRI)
16.9-30··························700 mm (27.6 in.)
18.4-30··························725 mm (28.5 in.)
16.9-34··························750 mm (29.5 in.)
18.4-34··························775 mm (30.5 in.)
13.6-38··························750 mm (29.5 in.)
14.9-38··························775 mm (30.5 in.)
16.9-38··························800 mm (31.5 in.)
13.6-46··························825 mm (32.5 in.)
420/85-30······················700 mm (27.6 in.)
460/85-30······················725 mm (28.5 in.)
420/85-34······················750 mm (29.5 in.)
460/85-34······················775 mm (30.5 in.)
480/70-34······················750 mm (29.5 in.)
520/70-34······················775 mm (30.5 in.)
540/65-34······················750 mm (29.5 in.)
340/85-38······················750 mm (29.5 in.)
380/85-38······················775 mm (30.5 in.)
420/85-38······················800 mm (31.5 in.)
460/85-38······················825 mm (32.5 in.)
480/70-38······················800 mm (31.5 in.)
520/70-38······················825 mm (32.5 in.)
540/65-38······················800 mm (31.5 in.)
600/65-38······················825 mm (32.5 in.)
650/60-38······················825 mm (32.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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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로더 장착 타이어의 부하 용량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타이어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론트 로더를 장착한 경우의 부하 용량은 타이어의
부하 용량에 백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구한 부하 용량은 타이어 제조업체마다 다릅니다.

최대 속도에서 백분율로 표시한 허용 가능 부하 용량

a
b
c

최고 속도
km/h
8
15
20
25
30
35
40
45
50

mph

PRa 타이어
%

A6a 타이어
%

A8b 타이어
%

Dc 타이어
%

5.0
9.0
12.5
15.5
18.5
21.5
25.0
28.0
31.0

140
120
107
100
-

150
134
123
111
100
95
90
-

150
134
123
111
107
103
100
96
91

150
140
129
116
112
108
105
100
100

타이어 최고 속도: 30 km/h(18.5 mph)
타이어 최고 속도: 40 km/h(25 mph)
타이어 최고 속도: 65 km/h (40 mph)

참고: 프론트 로더를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 주행
속도는 8 km/h(5 mph)입니다. 프론트 로더를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 전륜 트레드는 1.80 m
(71 in.)입니다.

600 kg (1322 lb)의 웨이트를 3점 히치에 부착한
경우 300 kg(661 lb) 이상의 부하도 프론트
로더에 가능합니다.

적합성 선언
John Deere Werke Mannheim Windeckstr. 90 D-68163
Mannheim
트랙터 모델··············· 6230, 6330 및 6430
EU 규정 준수:
89/336/EEC ··············· EMC 지침
Mannheim, 2006년 10월 1일

제품 엔지니어링 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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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 제품 및/또는 구성품의 차후
설치에 관한 안전 지침
이동통신 장치(예: 무선 통신, 전화)를 나중에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트랙터에는 다른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자 구성품이 장착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각 국가의 규정(예: 독일의 경우 BZT 승인)을 준수하
는 승인된 제품만 설치해야 합니다.
• 장치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트랙터에서 휴대용 또는 이동 장치를 작동시킬 경우
고정된 외부 안테나에 연결해야 합니다.
• 송신기는 차량의 전자 장치와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
다.
• 안테나는 안테나와 트랙터 접지면을 올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설치해야 합니다.

트랙터에 장착된 전자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트랙터에 전기/전자 제품을 추가로
장착할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소켓이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사용자는
새로 설치된 장치가 전자 계통이나 기타 구성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기 제어 장치/모니터
• 성능 모니터
• 오디오/비디오 장치, 통신 장치

배선, 설치 및 최대 허용 전류 공급은 장치 제조업체의
설치 설명서에 나온 대로 따르십시오.

특히 나중에 추가하는 전기/전자 구성품은 해당 제품과
관련된 EMC 지침 89/336/EEC를 준수해야 하며 CE
마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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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번호
형식 플레이트
아래 그림은 트랙터에 사용되는 형식 플레이트의 예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형식 플레이트의 문자와 숫자는
보증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예비 부품을 주문할 때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아래 공란에 문자와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제품 식별 번호
제품 식별 번호가 기재된 형식 플레이트는 메인
프레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

*

엔진 식별 번호
엔진 식별 번호 플레이트는 엔진 블록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참고: 엔진 식별 번호뿐 아니라 엔진 종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예비 부품을 주문할 때 이
형식 플레이트에 나와 있는 숫자와 문자를
기재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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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번호

변속기 식별 번호
6530 및 6630 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식별 번호
플레이트는 디퍼렌셜 하우징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륜 구동 액슬의 변속비(예: 1.712)과
디퍼렌셜의 기어쌍(예: 53/10)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는 타이어 형식을 바꿀 때 필요
합니다.
6830 및 6930 트랙터의 경우 이 정보는 라디에이터의
왼쪽 안쪽 제품 정보 플레이트에 있습니다.
*

*

FWD 액슬 식별 번호
FWD 액슬 식별 번호가 기재된 형식 플레이트는 액슬
뒤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론트 액슬의 변속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륜 타이어 형식을
바꿀 때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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