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가족이 되신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용도 대동 DSM 72G/72G-C 콤바인의 소유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콤바인은 대동 순정부품과 품질보증본부에서 발행한 엄격한 품질 표준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콤바인 작동에 대한 지
식은 다년간에 걸친 믿음직한 서비스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는 사용자 자신이 DSM 72G/72G-C 콤바인
과 친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콤바인 안전, 운전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대동 콤바인 소유자들에게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며 많은 질문들에 있어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대동의 방침
입니다.
만약, 찾고자 하는 정보가 이 매뉴얼에서 찾을 수 없다면 구입한 대동 대리점이나 서비스본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꺼
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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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험

경 고

주 의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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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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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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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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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호는 사용자들의 관심사 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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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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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회전수 "저속"

엔진회전수 "고속"

방향지시등의 조작방향

헤드램프

벤트램프와 작업등

언로더의 이동방향, 차고이동의 방향

엔진정지

방향지시등의 작동을 점멸로 표시

연료

수온

엔진오일

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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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에 대한 용어
본 사용설명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후, 좌/우, 좌/우회전 등의 용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회전
(시계방향)

DSM70G_ko_00.indd 12

좌회전
(반시계방향)

우

후

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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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서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
확하게 파악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종업원이 정해진 품질경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폐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ISO9001;2000/KS A9001;2001의 요건을 총족시키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국내 및 국제관련 법규와 규격을 준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별도의 중장기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것입니다. 폐사의 품질보증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
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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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침
폐사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의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며 자원절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환
경법규 및 ISO 14001;1996의 요건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방침에 따른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
한 방침을 일반 대중과 이해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환경경영 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하여 효과적
으로 시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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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경영방침
폐사는 고객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하고 무결함의 제품을 설계, 생산, 공급함과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폐사의 임직원 모두는 제품안전 경영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 외 법령이나 기준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서비스 본부장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제품안전 경영방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
로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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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방침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서 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중에 발생되는 유해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 관리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 및 보건법규 OHSAS18001;1999의 요건을 포함한 내부기준을 준수하며 내부적으로 별
도의 안전 및 보건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모든 종업원과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이런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을 모든 종업원이 이해
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합니다.

콤바인

안전 5헌장

1. 카터기의 청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에 합니다.
2. 손탈곡시에는 주행을 멈추고 공급체인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3. 탈곡기 내부의 확인은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에 합니다.
4. 체인, 벨트 그 밖의 회전부의 점검 조절은 반드시 엔진을 멈추
고 합니다.
5. 공동작업은 반드시 경적(혼)으로 신호를 하여 안전을 확인합
니다.
이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 5헌장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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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 관련 "사용과 폐기" 에 관한 안내사항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서 경영활동 중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며 자
원절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 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전 종업원은 환경법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고객 및 이해 당사자가 이용가능 하도
록 하여 환경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도 "사용과 폐기" 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본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과부하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부하 작업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과부하 작업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된 배기가스는 우리가 숨쉬는 지구 환경,
즉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직접 각종 오일(엔진, 미션, 유압 등)을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새로운 오일을 보충하면서 발생되는 폐오일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토양과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폐오일은 폐사 대리점에 갖다 주셔서 적법하게 폐기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바르게 사용 조작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수명이 끝나더라도 아무 곳에나 방치(폐기)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들이 폐기(방치)
한 제품에서 흘러 내리는 녹물과 오일 등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명이 끝난 제품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허가 받은 "폐농기계 수거업체" 로 의뢰하여 적법하게 폐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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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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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M 72G / 72G-C
안전작업의 방법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경고, 주의로 분
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읽고
숙지한 후 안전작업에 임하여 주십시오.

헬멧
몸에 맞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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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가 딱 붙는 옷

안전화

이런 사람은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뜻
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B55O101a

작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 음주자
• 임산부
• 16세 미만인 사람

담배

• 운전 미숙련자

목도리

•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이유
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조작이 불가능
한 사람
운전자는 건강에 유의하여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
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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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03a

콤바인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도 함께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여해
준 콤바인을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예기
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리춤에
끼워둔 수건
슬리퍼
B55O102a

이러한 복장은 회전부에 말려 들어 가거나
발이 미끄러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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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안전작업의 포인트
작업전 점검
1. 연료보급시에는 라이터, 담배 등 화기
를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1

2. 연료를 보급한 후에는 연료 캡을 단단
히 닫고 주위에 묻은 연료를 깨끗이 닦
으십시오.

B55O105a

B55O104a

평평한 장소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
고 엔진을 정지시키십시오.
콤바인에 부착된 명판이 손상되거나 여러
이유로 읽을 수 없게 되면 새 명판으로 교
체하십시오.

각 부의 체결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 작동상태, 시프트 레버 및 주차
브레이크를 점검하십시오.
부변속 레버 및 각부 기능 레버의 유격과
흔들림이 크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엔진, 배터리, 연료탱크 주변을 청소하십
시오.

방향지시기와 같은 보안부품의 작동을 확
인하십시오.

배터리 코드와 전기배선, 연료호스를 점

콤바인은 개조하지 마십시오.

검하십시오.
급유, 주유시에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엔
진 회전중이나 엔진이 가열된 동안에는
급유, 주유를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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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M 72G / 72G-C

B55O106a

오일류는 폐기 설비를 갖춘 곳에서만 처
리하십시오.

B55O107a

B55O108a

점검, 청소하기 전에 엔진을 반드시 멈추
고 키를 빼주십시오.

모든 커버를 부착하고 안전 프레임을 설
치하십시오.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 중상을 입을 위험
이 있습니다.

콤바인 가까이에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주변속, 부변속 레버를 "N(중립)" 에 놓고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옥내에서 시동을 걸 때는 창이나 문을 열
어 환기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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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콤바인의 운전
한눈을 팔거나 주행 레버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1

후진시에는 궤도바퀴 아래쪽과 후방을 잘
살피고 저속으로 후진하십시오.
후진시에는 조향 레버의 작동방향과 반대
로 조향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B55O109a

B55O110a

주차브레이크 페달의 고정장치를 해제하
고 해제유무를 확인하십시오.

보조작업자는 반드시 등받이를 사용하십
시오.

콤바인에 사람이 올라 타거나 물건을 얹
어놓지 마십시오.

콤바인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지 마
십시오.

출발시에는 콤바인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
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악셀레버를 "중속(적정위치: 2,000rpm)"
에 놓고 주행하십시오.
급발진, 급제동, 급선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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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갯길에서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콤바인에서 하차시에는 시동 키를 빼내주
십시오.

B55O111a

도로주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도로에서는 전/후, 좌/우를 확인하며 저속
차선으로 주행하십시오.
야간 이동시에는 라이트를 켜십시오.
주행 중에 뛰어 올라 타거나 뛰어 내리지
마십시오.
농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운반 트레일러에
실어 이동하십시오.
도로 주행시에 선회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십시오.

DSM70G_ko_01.indd 6

B55O112a

좁은 농로나 지면이 불규칙한 길은 저속
으로 주행하십시오. 맞은편 차를 피할 때
에는 길가로 바짝 붙지 마십시오.
지반이 약한 도로 가장자리나 풀이 무성
하게 자란 곳은 주행하지 마십시오.
오르막길에서는 급발진하지 마십시오.
내리막길에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주/정차시에는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넣고 주변속 레버는 "중립", 부변속 레버
는 "도복", 선회절환 레버는 "급선회" 또는
"완선회" 위치에 놓은 뒤 엔진 시동을 끄
십시오.

2012-12-24 오후 6:36:23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수확작업

1

B55O113a

운반 차량에 싣고 내릴 때에는 충분한 강
도, 폭, 길이(적재높이의 4배 이상), 미끄
럼 방지 후크가 있는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운반 차량의 짐칸과 직선이 되도록 발판
을 걸치고 후크가 제대로 결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위를 확인하고 콤바인 주위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B55O114a

발판 위에서는 절대로 변속조작 및 조향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B55O115a

작업장 출입시에는 저속으로 두렁과 직각
이 되도록 운전하십시오.
턱 높은 두렁, 도랑 건너기, 급경사시에는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두렁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천천
히 움직이십시오.
경사로에서는 콤바인을 후진으로 이동하
십시오.

콤바인을 적재할 때는 전진, 하역할 때는
후진으로 저속운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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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16a

콤바인 운전시 어린이등 사람의 접근을
막으시고 2인 이상이 승차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변경할 때는 주위를 살피십시오.
한눈을 팔거나 주행 레버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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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17a

급경사지에서는 작업하지 마십시오.
피로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휴
식을 취하십시오.

B55O118a

신발 바닥에 진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운
전을 할 경우 브레이크 조작시에 미끄러
지기 쉬워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발의 흙
을 털어내고 운전하십시오.

2012-12-24 오후 6:36:24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작업종료 및 보관

1

B55O119a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시동을 끄고 키를 빼내고 키의 캡을
십시오. (키뭉치에 물등이 유입되면
로 시동이 걸려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엔진
닫으
저절
야기

엔진, 배터리, 연료탱크 주변을 청소하십
시오.
소음기, 라디에이터 등은 냉각되기 전까
지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궤도바퀴 교환시에는 잭과 고정대를 사용
하십시오.
보관용 커버는 엔진이 식은 후 덮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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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20a

경

고

• 외부를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평지에

B55O121a

장기간 보관시에는 배터리의 (-) 코드를
분리하거나 배터리를 탈거하십시오.

서 엔진의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
를 넣고서 키를 빼십시오.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페달록을 거십
시오.

• 장기간 보관시에는 각 작동부에 주유

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고이고 주차브레
이크를 해제하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부품(배터리, 오일 등) 또는 콤바인을 폐
기할 때는 구입처와 상담하십시오.

경

고

• 안전배터리 단자에서 코드를 분리할
때는 (-)측을 먼저 떼고 부착할 때는
(+)측을 먼저 끼우도록 하십시오.

2012-12-24 오후 6:36:25

1- 10 DSM 72G / 72G-C
작업전의 일반 주의사항

B55O122a

콤바인은 개조하지 마십시오.
콤바인을 개조하면 콤바인의 기능에 악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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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23a

B55O124a

콤바인은 사용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곳은 즉시 정비하십시오.

옥내에서 시동을 걸 때는 창이나 문을 열
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계절마다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십시오.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는 난기운전
이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비 불량으로 인해 뜻밖
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배기가스 중독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산소 결핍으로 뇌
손상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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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1

작업전에 점검, 정비 및 청소할 때는

1

B55O125a

B55O126a

콤바인에 사람이 올라 타거나 물건을 올
려두면 안되며 사람의 접근을 삼가십시오.

콤바인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지 마
십시오.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
하는 원인이 됩니다.

B55O127a

급유, 주유시에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엔
진 회전중이나 엔진이 가열된 동안에는
급유, 주유를 삼가십시오.
연료보급시에는 라이터, 담배 등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연료를 보급한 후에는 연로 캡을 단단히
닫고 주위에 묻은 연료를 깨끗이 닦으십
시오.
지키지 않으면 연료 등에 인화되어 화상
을 입거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DSM70G_ko_01.ind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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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28a

B55O129a

연료호스의 손상이나 누유가 없는지 점검
하십시오.

라디에이터가 가열된 동안에는 라디에이
터 캡을 열지 마십시오.

호스에서 누유될 경우는 교환하십시오.
연료호스는 2년마다 교환하십시오.

엔진의 시동을 끄고 엔진이 식은 후 라디
에이터 캡을 여십시오.

배터리 주변을 청결히 해 주십시오.

보조 물탱크를 통해 냉각수를 점검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증기가 뿜어져 나와 화상

DSM70G_ko_01.indd 12

B55O130a

엔진오일 등의 유지류나 부동액 폐기는
폐기 설비를 갖춘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
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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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3

1

B55O131a

B55O132a

배터리 점검시에 화기(담배/라이터 등)를
가까이 하면 위험하오니 조심하십시오.

배터리 액이 신체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배터리에서 수소가스가 나
와 인화로 인해 폭발하여 상해사고를 당
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터리 액이 눈, 피부, 옷, 공구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충분한 물에 씻고 눈에 들어
가거나 마셨을 때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
도록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배터리 액(묽은 황산)으로
인해 옷이 손상되거나 실명 또는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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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33a

배터리 단자에서 코드를 분리할 때는 (-)
측을 먼저 떼고 부착할 때는 (+)측을 먼저
끼우도록 하십시오.
지정된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 (-)를 반대로 접속하면 안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쇼트로 인한 화상이나 화
재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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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34a

B55O135a

전기배선 코드가 다른 부품에 접촉되지
않았는지 부품 이탈이나 접합부의 느슨해
짐과 흔들림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엔진, 소음기, 배터리, 연료탱크 주위에 지
푸라기나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지 작업
전에 점검하여 제거하여 주십시오.

전기부품은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배터리
(-)측의 코드를 배터리 단자로부터 분리하
십시오.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B55O136a

방향지시기와 같은 보안부품의 작동확인
은 콤바인을 이동하기 전에 실시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쇼트로 인한 화상이나 화
재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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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5

1

B55O137a

B55O138a

B55O139a

고압의 유압유가 유출될 때는 직접 접촉
하지 마십시오.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공구류는 적절히
관리하고 정확히 사용하십시오.

점검 및 정비 등으로 떼어낸 커버 등은 점
검 및 정비 완료 후 모두 재부착 하십시오.

유압관련 부품을 점검하거나 풀기 전에
엔진을 정지시키고 유압 리프트부를 최저
상태로 내려 잔류압력을 뺀 뒤 작업하십
시오.

콤바인에는 점검 및 조정에 필요한 공구
류를 상비해 두십시오.

재부착하지 않으면 콤바인에 끼거나 말려
들어가는 상해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정비불량으로 사고를 일으
킬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고압의 유압유가 피부에 직접 닿았
다면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압력이 가해져 분출된 기름은 피부에 침
투하여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기름이 피부에 침투했을 때, 즉시 제거하
지 않으면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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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40a

운전전에는 사용설명서 점검항목을 확인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비하고 나서 운전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B55O141a

B55O142a

떼어낸 안전커버, 보호커버는 반드시 원
상태로 붙여놓고 작업하십시오.

경사지에서 클러치 페달을 절대 밟지 마
십시오.

커버를 붙이지 않고 작업하면 회전부에
옷깃이 말려 들어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평지에서도 클러치 페달을 밟고 해제할
경우는 주변속 레버를 중립위치에 있도록
하십시오.
경사지 또는 트럭에서 하차시 급하게 방
향전환을 하지 마십시오.
콤바인이 급출발하여 기체 및 신체에 중
대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사지에서 급하게 방향전환을 하면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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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7

1

B55O143a

소음기 주변부, 벨트 및 체인 커버 내부,
배터리 주변에 쌓여있는 볏짚찌꺼기는 깨
끗이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지 않으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B55O144a

B55O145a

점검정비중 혹은 작업중에는 콤바인에 어
린이를 접근시키지 마십시오

본체, 커터, 결속기, 방진커버, 그레인 탱
크를 열 때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회전물에 말려들어 가거나
끼여서 중대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
니다.

콤바인의 각종 커버를 열 때는 평탄한 장
소에서 하십시오.
본체, 커터 결속기를 열었을 때는 지지봉
을 걸고하십시오.
각종 커버를 열고 엔진을 시동하지 마십
시오.
지키지 않으면 내부회전부에 접촉하거나
말려 들어가 중대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DSM70G_ko_01.indd 17

2012-12-24 오후 6:36:31

1- 18 DSM 72G / 72G-C
엔진시동을 걸 때는

경

고

• 정비, 점검중 예취부를 상승시킨 상
태에서 예취부 하부를 점검할 시에는
버팀목을 고정하고 점검작업을 행하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취부 하강
으로 중대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B55O146a

B55O147a

시동을 걸기 전에 주위를 살펴 콤바인에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하십시오.

옥내 시동시에는 창이나 문을 열어 환기
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 등 사람이 접근하면 상해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난기운
전, 또는 작업을 하지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배기가스 중독으로 몸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산소 부족으로 뇌 손
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SM70G_ko_01.ind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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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19

도로주행 및 작업을 할 때는

1

B55O148a

B55O149a

B55O150a

출발할 때는 주위를 확인한 후 발진하십
시오.

급발진, 급제동, 급선회를 삼가십시오.

어린이 등 사람이 콤바인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멀리 비
켜서게 한 후 출발 하십시오.

선회할 때는 주변속 레버를 저속으로 하
십시오.

작업기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한눈을 팔며 운전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상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DSM70G_ko_01.indd 19

적정속도(2,000rpm)로 출발하십시오.

도로를 주행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켜 주
십시오.

주위를 살피면서 주행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콤바인 운전 중에는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2012-12-24 오후 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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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51a

야간 이동시에는 반드시 전조등 및 작업
등을 켜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마주오는 차량이나 후미에
있는 차량이 식별하지 못해 교통사고 유
발의 원인이 됩니다.

B55O152a

야간작업과 야간이동주행은 피하십시오.
부득이 야간작업을 할 때는 헤드램프와
작업등을 필히 점등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및 전도, 전락 등
을 초래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위험
이 있습니다.

B55O153a

손으로 작업할 때는 손과 팔의 위치를 반
드시 체인의 바깥쪽에 하고 조금씩 공급
하십시오.
콤바인은 평탄한 장소에서 정지시키고 예
취부를 정지, 주차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소매를 꽉 묶고 장갑, 머리띠, 목띠, 허리
에 수건들은 착용하지 마십시오.
자동차체 수평제어는 기체를 가장 낮은
상태에서 작업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체인에 말려 들어가 중대
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DSM70G_ko_01.ind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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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21

1

B55O154a

B55O155a

B55O156a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즉시 엔진을 멈추
고 키를 빼십시오.

점검과 청소를 위해 빼 놓은 커버는 반드
시 붙여 놓으십시오.

호퍼형에서 보조작업자는 반드시 등받이
사용하십시오.

짚이 달라 붙거나 막혀 있는 것을 제거할
때와 벼의 점검, 청소할 때는 각 작업클러
치(탈곡, 예취, 벼 배출)을 "멈춤" 위치로 하
고 엔진을 반드시 정지해서 처리하십시오.

벨트와 체인의 커버, 혹은 청소구와 점검
창의 커버 등을 떼어 놓은채 운전하지 마
십시오.

급선회시 속도를 줄이십시오.

커터에 막힌 볏짚 등을 제거할 때는 두꺼
운 장갑을 착용해서 조금씩 제거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내부 회전물에 접촉하거나
말려 들어가 중대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보조작업자가 추락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
니다.

맨손으로 날 끝에 대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커터날과 체인들의 작동부
에 접촉하거나 말려 들어가 중대한 상해
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DSM70G_ko_01.ind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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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 지면이 고르지 못한 길, 고
갯길, 경사지에서 운전할 때는

B55O183a

B55O184a

B55O157a

수확포장의 출입구에서 높낮이 차이가 있
는 곳에서는 디딤판을 사용하십시오.

(논, 밭)두렁을 넘어갈 때에는 저속에서
직각으로 진입하십시오.

10cm 이상의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높낮
이 차이의 4배이상의 길이로 기준에 맞는
디딤널판을 사용하십시오.

10cm 이상의 두렁 또는 콘트리트 두렁은
높낮이 차의 4배이상의 길이로 기준에 맞
는 디딤널판을 사용하십시오.

디딤널판은 높낮이 차에 직각으로 배치하
십시오.

곡물은 모두 배출하십시오.

우천시나 비가 갠 후는 저속으로 조심해

지키지 않으면 기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전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 주행하십시오.

곡물은 모두 배출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기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전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DSM70G_ko_01.indd 22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지 마십시오.
마주오는 차를 피할 때, 길가로 바짝 붙이
지 마십시오.
지반이 약한 벼랑가나 풀이 무성한 곳은
주행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끝단부가 무너져 전복사고
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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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23

운반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1

B55O158a

고갯길, 경사지, 지면이 고르지 못한 길,
커브길이 많은 도로에서는 고속운전을 하
지 마십시오.
속도를 낮추고 조심해서 주행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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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59a

급한 경사지에서는 작업과 주행을 삼가십
시오.
지키지 않으면 콤바인이 전복되어 상해사
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B55O160a

충분한 강도, 폭, 길이(짐칸 높이의 4배 이
상)의 미끄럼 방지, 후크가 달린 발판을 사
용하십시오.
전/후륜의 궤도바퀴가 빠져 나오지 않는
폭이 넓은 발판을 사용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발판이 부러져 전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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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61a

B55O162a

B55O163a

발판을 운반차량의 짐칸에 평행을 이루도
록 단단히 걸치십시오.

적재시에는 전진, 하역시에는 후진으로
실행하십시오.

발판 위에서는 클러치 페달조작을 삼가십
시오.

2장의 발판을 좌/우 궤도바퀴 간격에 맞춰
짐칸에 일직선으로 놓으십시오.

입회한 보조인의 유도하에서 실행하십시오.

도중에 콤바인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의 좌/우 위치, 평행, 안전을
확인한 다음 저속으로 콤바인을 싣고 내
리십시오.

짐칸에 발판의 후크를 잘 걸치고 확실하
게 채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콤바인 주위에 어린이 등 사람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십시오.
발판 위에서는 필요 이상의 레버조작을
삼가십시오.
진로를 변경하면 균형을 잃어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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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으면 콤바인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급강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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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25

1

B55O164a

디딤판 위에서는 방향수정을 하지 마십시오.
디딤판 위에서는 파워스티어링, 부변속
레버, 브레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 선회변
환 레버는 작동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바꿀 때는 일단 지상 또는 짐칸에
되돌려서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싣고 내
리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급선회하거나 폭주해서 낙
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B55O165a

트럭위에서는 예취부를 바닥에 닿을 때까
지 내려서 주차브레이크를 거십시오.

트럭에 적재할 때는 기체의 각 커버를 고
정하십시오.

자동차체 수평제어는 기체를 가장 낮은
위치에서 행하십시오.

수지커버, 착탈의 간단한 커버, 접는 부품
등은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던가 분리해서
짐칸에 실어 주십시오.

부변속 레버를 "도복(쓰러짐)" 위치로 하
십시오.
소정의 "로프" 걸이 훅(4개소)에 로프를 걸
어서 확실히 바닥에 고정하십시오.
이탈 방지를 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콤바인이 움직여 중대한
인명 및 물적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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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66a

예취 좌/우 방진커버와 탈곡부 옆덮개를
닫아 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운송중에 강한 바람으로
인한 파손, 탈락으로 타인의 인체나 물건
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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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B55O167a

운송중의 급발진, 급브레이크, 급선회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운송중에 콤바인이 움직여 생각치 않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취 방진커버(좌/우)와 탈곡부 옆덮개를
닫아 주십시오. (예취방진 커버 붙임형)
지키지 않으면 운송중에 콤바인이 움직여
중대한 인적 및 물적사고의 위험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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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68a

작업이 종료되면 평지에서 엔진의 시동을
끄고 점검한 뒤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주
십시오.
엔진, 소음기, 연료탱크 주위에서 지푸라
기, 풀 등을 제거하십시오.

B55O169a

시트 커버는 소음기와 엔진이 확실히 냉
각된 뒤에 씌우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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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27

1

B55O170a

B55O171a

B55O172a

라디에이터가 가열된 동안에는 라디에이
터 캡을 열지 마십시오.

볏짚 찌꺼기와 마른 잡초 위에 기대를 세
우지 마십시오.

점검, 청소하기 전에 엔진은 반드시 멈추
고 키를 빼주십시오.

엔진의 시동을 끄고 엔진이 식은 후 라디
에이터 캡을 여십시오.

볏짚 찌꺼기와 마른 잡초는 타기 쉬워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회전물에 말려 들어가 중
대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조 물탱크를 통해 냉각수를 점검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증기가 뿜어져 나와 화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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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173a

B55O174a

B55O175a

청소할 때는 칼날과 커터의 날끝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본체, 커터, 결속기, 그레인 탱크를 개방했
을 때는 지지봉으로 고정하십시오.

본체, 커터, 결속기, 그레인 탱크를 개방한
채로 엔진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날끝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지봉을 고정하지 않으면 회전물에 끼어
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부의 회전물에 접촉하거
나 말려 들어가 중대한 상해를 입을 위험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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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29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1

B55O176a

외관을 물로 깨끗이 씻고 평지에서 엔진
의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넣고서
키를 빼십시오.
장기보관을 위해 각 작동부에 주유하여
주십시오.

B55O177a

배터리를 콤바인에서 분리하여 보관하거
나 (-)측의 코드만 분리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B55O178a

시즌이 끝나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오.
부품(배터리 등) 또는 콤바인을 폐기할 때
는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정비불량으로 인해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콤바인에서 눈을 뗀 사이
어린이 등의 장난으로 올라 타거나 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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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DSM 72G / 72G-C
안전주의 명판
명판 부착위치

B55O1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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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31

1

B55O1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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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DSM 72G / 72G-C

B55O1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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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33

1

B61O1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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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DSM 72G / 72G-C

1. C7170-71131

3. C7670-6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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㢣࿗#ါ⭠☧㉧#ⱇ☸☧⥯1#+⧻ㅬᅃᴇ,
C7170-71131

2. C7670-81731

4. C7130-64351
언로더 끝부분이 크게 움직여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언로더 작동범위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언로더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손이 잘리고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언로더 지지대에 손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C7670-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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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670-64251

풍구, 체프의 조절방법
벼의 선별과 배진 손실의 상태로부터 아래에 의해 조절해
주십시오.
풍
구
체
프
선별이 나쁠 때 강측으로 변경 닫힘 방향으로 조절
손실이 많을 때 약측으로 변경 열림 방향으로 조절
절미가 많을 때
단, 풍구의 조절은 탈곡기를 회전시켜서 조절해
주십시오.
C7130-64351

2012-12-24 오후 6:36:45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5. C7610-55851

1- 35

7. C7910-43371

디바이더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1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동 및 주행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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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커버를 장착하십시오.
C7610-55851

⪿ᜤ上⫝̸⤐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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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7120-43882

␌⽳上㢣⽳#
1.

코크는 예취칼날, 탈곡

주유절환레버 사용방법

체인 또는 예취체인의

자동 주유로 예취칼날, 탈곡체인 또는 예취체인에 주유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코크를 절환해 주십시오.

위치에 확실하게 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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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십시오.

ⱇ⽳上⭠⽳#
코코의 위치가 중간

예취체인

예취칼날

상태로 주유하면 주유

탈곡체인

펌프 고장의 원인이

C7120-4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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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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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910-4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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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DSM 72G / 72G-C

8. T4930-52381

9. T4930-52371

11. T4625-52351

10. T4950-52451

12. C7110-64332

열림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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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3. C7670-63142

1- 37

14. C7680-43371

1
그레인탱크를 개방할 때에는 벨트에 손이 끼일 수 있거나 탱크에 신체가 끼일 수 있으므로 평탄한 장소에서 내부의
곡물을 배출한 후 엔진을 정지하고 개방하십시오. 두렁을 넘을 때 트럭에 실을 때 이동 주행시 반드시 탱크안의 곡물을
비우십시오.

탱크 개방 방법
■ 탱크안에 곡물을 배출시킨다.
확장통을 닫는다.
커버 ①을 떼어내고 벨트②를 풀리③에서 벗긴 후
탱크고정볼트④를 뺀다.
탱크개방레버⑤를 잡아 앞으로 당긴 후 손잡이를
잡고 탱크를 기체에 대하여 90˚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연다. 앞으로 뺀 탱크 고정핀⑤를 우측 아래의 그림
처럼 꽂아 탱크를 고정한다.
탱크를 원래대로 할 때에는 개방방법의 역순으로 한다.
■ 탈곡부(1번, 2번, 수망, 시브케이스, 세로 나선축 등)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를 회동한 후 실시할 것.

누름

■ 커버 ㉯를 열 때에는 ㉮를 누른다.
커버 ㉯를 닫을 때에는 커버 ㉯를 밀어 넣는다.
■ 카터기를 회동할 때에는 반드시 카버 ㉯를 떼고
탱크롤 집어넣는다. (그림위치)

15. C7610-31291

16. C7320-11411

트럭에 싣고 이동할 경우 바람에 의해 커버등이
벗겨져 파손 탈락 및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예취부를 하강시켜 커버를 닫고 로프등으로
묶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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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 DSM 72G / 72G-C

17. C7910-43712

19. C7610-43231

1 . ᅔ⑫㧗#ᥛᗟ#⦏⑫㧗#⭓㦣⪋#ὣᠧ☧#ⱇⓘ᭓῏⪣#⩏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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㢇㢿᳇#Ꮗㆫ#╣#⫓☀ᘓᘯ1

18. E6500-51092

C7910-43712

1. 주행중 및 트럭에 싣고 내릴때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전복 및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밟지 마십시오.

2. 주차브레이크를 고정할 때에는 부변속레버를 반드시 중립
이외의 위치에 두십시오.
※ 부변속레버가 중립위치에 있을 때에는 HST 유압 로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사로에서 주차브레이크 해제시
급발진하므로 위험합니다.
주차브레이크 사용 방법
주변속레버를 완전히 정지위치에 두고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은 후
잠금고리로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고정하십시오.

잠금고리
잠금레버

주차브레이크페달

C7610-43231

DSM70G_ko_01.indd 38

2012-12-24 오후 6:36:49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20. C7810-43321

21. C7110-43811

오 토 클 러 치 조 정 순 서
1 . 예취부를 내리고, 오토클러치 절환을 연결「연결」로 하여 주십시오.
2 . 오토클러치와이어 조정전에 먼저 예취클러치 로드 조정을 하여 주십시오.
「끊음」

1- 39

예취클러치 레버가「끊음」상태로부터
수직(a) 위치까지가 유격이 되도록
턴버클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1 . ᅻ᳇#㘃ᬸ⤛#☮ါ##ᢗᏣ/#ဈ⏷ⴋ⤛⑧ᗟ#㎿ᬷㆣ#㛣ᘷ⪏#⭓ᙋ#Ὢ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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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ⱇⓘ᭓῏ཋ#⭠ⴋ⩏ㆣ⤛#⫓ⴋ#⢕⪏#ᢗ#㎿ᬷㆣ#㛣ᘷ⪏#ᓞ⪇ᶿ#ᅔὧⴏ㢣⤷#
␌⪏#⫐⪏#╣#⫓ᅻ#ᢗẃ⤛#ⱇⓘ᭓῏᳇#㢏㫓#⭠ⴋ⩏ㆣᮧ#㢣☸☧⥯1#

1

㎿ᬷㆣ#㛣ᘷ⪣#⏷⧴ὴῠ#
3 . 탈곡기측 오토클러치와이어의 유격을 4~6mm로 조정을 하여 주십시오.
4 . 최후에 예취측 오토클러치와이어의 조정을 하여 주십시오.
예취중에 예취와 공급체인에 거의 동시에, 또는 약간 예취가 조금
빨리 끊어지는 상태가 정상입니다.
예취끊음을 빠르게 조정하고 싶은 경우: 와이어를 인장방향으로 조정
예취끊음을 느리게 조정하고 싶은 경우: 와이어를 이완방향으로 조정
탈곡기측 와이어
예취측 와이어

僟# ⥓ㄳ㎿ᬷㆣ/#㐓ာ㎿ᬷㆣ᭓῏᳇#⫝̸ᜤ⪇ᮧ#㢣ါ#ⱇⓘ᭓῏᳇#⭠ⴋᮧ#㢴ᘓᘯ1#
僠# ㎿ᬷㆣ㛣ᘷ⪏#ェᙋ㢧#Ὢᅻ᳇#ဏⓘ㢴ᘓᘯ1#
僡# ⥓ㄳཋ#⫝̸ẇ⪏#᎗⣿⥷ᴇ㢫#ᢗᆗⴋ#ⱇⓘ᭓῏᳇#⭏ⴏㅬ⪇ᮧ#㫓#⨋ⴌ⫐ᘓᘯ1#
僢# ⱇⓘ᭓῏᳇#⭠ⴋ#⩏ㆣᮧ#ᝣᴈᘓᘯ1#
僣# ᎗⣿⥷ᴇ#⫝̸⤐⪏#⯐ᰗ㢣ᶿ#㎿ᬷㆣ㛣ᘷ⤛⑧#ὧ⪏#ᤇ⣿#ⱇ☸☧⥯1#
3 . ⓘ᭓῏##⑫㧗⭓㦣#᭓῏ཋ#⭓㦣⪿#⣿᭯⨃#ᢗ#㎿ᬷㆣ㛣ᘷ⪏#ェᙋ㢧#Ὢ⢏#
⑫㧗⭓㦣#᭓῏#
⭓㦣㢣⤷#ⱇ☸☧⥯1#

C7810-43321

㎿ᬷㆣ㛣ᘷ#

ⱇⓘ᭓῏#

ⓘ᭓῏#

와이어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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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7110-43651

24. C7910-43821

1 . 운전개시 또는 주차브레이크의 조작시(특히 경사지) 주변속레버
선회절환레버를「완선회」또는「급선회」의 어느
부변속레버
한쪽에 확실히 절환하여 주십시오.
※ 선회절환레버가 확실히 절환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이상태로 기대를 운행할 경우
2 . 밋션 내부기어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경사지에서 부변속레버를 조작하면 기대가
선회절환레버
폭주할 수 있으므로 절대 조작하지 마십시오.
C7910-43821

23. C7690-41362

25. C7610-62191

1. 정/역정팬 장치 점검 및 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 냉각팬 역회전 시 정/역전팬용 벨트(3PK1150) 텐션을 최초 50시간
사용 후와 매 100시간마다 와이어로 조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엔진 냉각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경보음 및 정/역전팬 장치 램프 스위치가 점등되면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조치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ⴥᠼ⪿#ᴔ㥋⑧#⭧ྻ㢫#ᢗ⤛ᗟ#⤟ⴏ⪏#ὣᠧ☧
⭠ⴋ㢣☸☧⥯1
2. ⓛ⪇ᮧ#㐓ာ⫝̸⤐⪏#㢫#ᢗ⤛ᗟ#ⓛ上㙟⪿#⫃⤛#Ꮗ⣿
⭓ᘳ⏷ါ##␌᳇#⫐⪏#╣#⫓⪇Ἃᮧ#⢏⦋#ཤ⪿
ⱇ⪣㢣⤷#⫝̸⤐㢣☸☧⥯1
上 㜔㐏㢧#ှ⤛⑧#ᅻ᳇#⭠ⴋ㢧#㨏#⥓ㄳ᳇#ᴈᘓᘯ1
上 ⓛ上㙟⪏#⫃⪣#Ὗᆰ⸈⤛⑧#⩏ㆣ☧㏯ါ#‚ⴥ⪏#⮻ᅓ⡴
Ὃ⣿#⪿⓬☧㏯☸☧⥯1
C7610-62191

C7690-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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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41

26. C7610-64161
■ 안쪽에 탈곡통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어
접촉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손을 넣지 마십시오.

1

개방멈추개

■ 탈곡통을 개방한 상태로 탈곡기를 회전
시키면 매우 위험합니다.
탈곡통 개방시 엔진을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 탈곡통을 개방하여 수망의 탈착이나 청소를
할 때에는 탈곡통이 낙하하여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방멈추개를 반드시
고정하십시오

27. C7610-43451

C7610-64161

28. C7610-61881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품을 밀어 넣어 주십시오.

C7610-43451

1. 커버안에 회전체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손을
절대로 넣지 마십시오.
2. 짚/ 잡초 등의 걸림이나
막힘을 제거할 때는
엔진을 반드시 멈추시오.
C7610-6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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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7610-71231

31. C7610-64181

1. ㇇Ꮻ⤛#⭜ご㢣ᶿ#ⓛ⪿#⭓ᘳᝫ#⩏㤣⪿#⫓⪇Ἃᮧ#⭓ᙋᮧ#ⓛ⪏#ᑮⴋ
ᴓ☸☧⥯1
2. ⫃上ᾃ㘃上㇇Ꮻ⤛#⭜ご㢣ᶿ#ⓛ⪿#␌᳇#⫐ᅻ#ᢗẃ⤛#⭓ᙋ#ᑮⴋ
ᴓ☸☧⥯1
3. ㆿ῏上ㆿ㑻#ཧ㜛☧#⤟ⴏ⪏#ὣᠧ☧#⭠ⴋ㢣☸☧⥯1
4. ㆿ῏上ㆿ㑻᳇#ཧὴ㢧#⾏ᮧ#⫝̸ᜤ㢣ⴋ#ᴓ☸☧⥯1
5. ⭛࿋上⮻⭠##ⴥ上⫬こ#ᠼ⪣#࿃ᴇ⪿Ꮳ#ᴔ㫣⪏#⭧ྻ㢫#ᢗᗟ#⤟ⴏ⪏
ὣᠧ☧#ᶓミ☸☧⥯1
6. ⭛࿋上⮻⭠#ᠼ⪿#ᎨᏣᶿ#ὣᠧ☧#ㆿ῏᳇#⨛ᙋᮧ#⽴㢣☸☧⥯1

화기엄금
디젤 경유만 사용할 것

C7610-71231

■ 연료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회기를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급유 시에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 연료가 넘쳐 흐르면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30. C7140-55132

카 터 개 폐 방 법
□ 카터를 열 경우

▼ 카터의 조정 및

청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주십시오.

1. 밸트커버를 벗긴다.
2. 상부덮개2를 연다.
3. 레버를 당기고 벨트를 벗긴다.
4. 취부금구를 앞쪽으로 당기고, 조용히 회전시킨다.
5. 지지봉을 이용해 반드시 카터를 고정한다.

▼ 절단 칼날을 조립하여
맞출 때에는 틀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1.indd 42

상부덮개2

지지봉

▼ 운전 중에는 위험하므로
절대로 카터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C7610-64181

주 의 1. 경사지에서의 개폐는 하지 말 것,
2. 칼날에는 충분히 주의할 것.
3. 먼저 벼 갑판을 열 것.

□ 카터를 닫을 경우
1. 카터를 닫을 경우에는 역순으로 행한다.
2. 취부금구를 정확하게 고정할 것.
3. 벨트를 잘못 걸지 말 것.

취부금구

□ 절단 칼날의 교환
1. 칼날의 교환을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틀림없도록 행할 것. [반드시 칼날의 연마면을
아래(포기쪽)로 해서 조립할 것]
2. 칼날은 대동 순정부품을 사용할 것.
절단 칼날 170(57781-52611)

165m

m

레버

C7140-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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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32. C7130-64222

33. 57345-6322-1

요동텐션

누름

시브케이스시일

요동텐션을 반드시

˚고정하여 주십시오.
탈곡본체측

DSM70G_ko_01.indd 43

탈곡본체시일

C7130-64222

ᅃ᳷◯ ⱇ
# ⫐☧ ⱇ
#⪣

시브케이스시일

시브케이스시일

ᅃ ᳷ ◯ ⱇ# ⫐ 㨏# ⿸# ⓗ ᧧# ሜ ⪏
ᤇ ါ ⢓# ⸈ ⪣ ᅃ# ᳷ ◯ ᳇ ⫣#
ᘱ ⢏ ⱇ# ☸ ☧ ⥯

시브케이스 조정 시에는 각 시일의 위치를 충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각 시일의 위치가 그림과 같지 않을 시에는 파손
및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탈곡본체시일

1- 43

1

2012-12-24 오후 6:36:55

MEMO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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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에 대한 서비스

서비스에 대해서 ..................................................................... 2-2

DSM70G_ko_02.ind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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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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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SM 72G / 72G-C
서비스에 대해서

b61O201a

(1) 차대번호
(3) 제조명판

(2) 엔진번호
(4) 예취부번호

대동은 새로운 콤바인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져 합니다. 본 설명서
를 전부 숙독하면 일부 기본적인 정기점
검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또는 주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동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서비스의 경우, 콤바인을 구입한 대동 대
리점 또는 해당 정비업체로 문의하여 주
십시오.

DSM70G_ko_02.indd 2

b55O203a

b61O202a

(1) 제조명판

부품이 필요한 경우 콤바인 일련번호와
엔진 일련번호를 대리점으로 제공해야 합
니다.
콤바인 및 엔진의 일련번호는 콤바인 우
측의 승강 발판 옆에 위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일련번호를 찾아서 제공된 용지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대동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지 않은 제품
의 경우 사용하기 전에 가까운 대리점에
안전사항에 관해 문의하여 주십시오.

(1) 차대번호

• 콤바인 제조번호
• 엔진번호
• 트랜스미션번호
• 구매일자
(구매자가 직접 기재)

2012-11-21 오후 6:32:01

사양표

주요제원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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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M 72G / 72G-C
주요제원

DSM 72G

모델명

본체치수

전장

mm

4,445

전폭

mm

1,910

전고

mm

2,635

2,815

kg

3,130

3,330

중량

4F243T-CM3

형식
cc

총배기량
엔진

kW/rpm

출력/회전수

L

연료탱크 용량

86

mm

450x1,515

크롤러 중심거리

mm

1,030
HST무단변속(SERVO 내장)

mm

최저지상고
전진

예취폭

170
도복: 0.98 표준: 1.6
주행: 2.46

주행속도
후진
mm

1,450~1,500
4

예취조수

DSM70G_ko_03.indd 2

2,435
정격: 52.6/2700
최대: 55.6/2600

크롤러(폭x접지장)

변속방식

주행부

DSM 72G-C

예취높이범위

mm

35 ~ 150

적응작물범위(전장)

mm

550 ~ 1300

2014-09-03 오전 9:31:24

사양표

DSM 72G

모델명
˚

도복 적응성
주행부
변속단수

단

탈곡방식

424x900

회전수

mm

505

처리통1

경x폭

mm

140x725

처리통2
시브 케이스

경x폭

mm

140x100

폭x길이

mm

665x1,550

2번환원방식

SCREW TYPE

선별방식

요동, 압풍, 흡인
선회범위(˚)-선회방식

곡립취출부
용량

DSM70G_ko_03.indd 3

차속동조 + 끌어올림 3단

mm

탈곡부

기타장치

뒤쫓아베기: 85˚이하
마주보고베기: 70˚이하

경x폭

짚배출처리부 공장 출하사양

DSM 72G-C

하급단통 축류식

탈곡통

호퍼

3-

L

3

270 - 전동식
1,400(약 28포대)
짚배출확산-집중장치(슈터식)

마이콤

○

곡물계기

○

부하표시

○

2014-09-03 오전 9:31:24

3- DSM 72G / 72G-C

DSM 72G

모델명
집중주유장치

DSM 72G-C

○
자동예취 높이제어

○

자동탈곡 깊이제어

○

자동차체 수평제어

○

언로더 자동선회제어

○

자동 엔진정지

○

엔진 정역전팬제어

○

예취오토 클러치

○

언로더 무선리모콘

×

자동화장치

기타장치

완전 개방 탈곡통

○

시브케이스 슬라이드

○

끌어올림 디바이더 장치

(선택사항)

햇빛가리개

(선택사항)

짚배출확산-집중장치(스크류식)

(선택사항)

※이 주요제원표는 제품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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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구조 및 조작
외관도 ..........................................................4-3
운전조작부 .................................................... 4-5
캐빈사양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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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 경고등 ................................................ 4-14

메인 스위치 ................................................... 4-8

운전장치의 사용 ........................................4-15

콤비네이션 스위치 ........................................ 4-8
혼 스위치 ...................................................... 4-8

주변속 레버 ................................................. 4-16

4

부변속 레버 ................................................. 4-16

계기판 ..........................................................4-9

조속 다이얼 ................................................. 4-16

적산시간계 .................................................... 4-9

주차브레이크 .............................................. 4-17

엔진회전계 .................................................. 4-10

탈곡클러치 레버.......................................... 4-18

연료계 ......................................................... 4-10

예취클러치 레버.......................................... 4-18

수온계 ......................................................... 4-10

수평조작 레버 ............................................. 4-18

곡물경보 램프 ............................................. 4-11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 ................................. 4-19

2번 경보램프 ............................................... 4-11

예취오토 클러치.......................................... 4-19

짚배출경보램프(자동정지) .......................... 4-11

짚배출작업 절환레버 .................................. 4-19

수온램프 ..................................................... 4-12

의자............................................................. 4-20

오일램프 ..................................................... 4-12

선회절환 레버 ............................................. 4-20

자기진단 경보램프 ...................................... 4-12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 ................................. 4-21

DSM70G_ko_04.indd 1

4

파워스티어링 레버 ...................................... 4-17

2012-11-21 오후 6:29:21

4- DSM 72G / 72G-C

각 부의 구조 및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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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관도

(1) 작업등(언로더 선단)
(2) 언로더
(3) 송진조절 레버
(4) 곡물 배출구
(5) 백밀러
(6) 작업등(예취앞)
(7) 끌어올림 체인
(8) 분할기
(9) 방향지시등
(10) 예취날
(11) 분할기(우)
(12) 크롤러
(13) 가동전륜
(14) 텐션롤러
(15) 그레인 탱크
(16) 공기여과기
(17) 승강발판
(18) 방진커버(엔진룸 커버)
(19) 디바이더 커버
(20) 중간분할기

4

B61O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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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SM 72G / 72G-C

(1) 작업등(탈곡통 입구)
(2) 개방보조 레버
(3) 좌분활기
(4)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
(5) 탈곡통: 예취된 작물을 탈곡합니다.
(6) 방향지시등
(7) 공급깊이 체인: 패커에서 보내져온 작물을 탈곡부로 보낸다.
(8) 반사경
(9) 지지봉
(10) 공급체인: 탈곡부 내부로 작물을 반송합니다.
(11) 연료 급유구
(12) 커터조합
(13) 구동 스프로켓
(14) 드롭퍼
(15) 덧판
(16) 분할 파이프
(17) 개방걸이(앞)
(18) 개방걸이(뒤)
(19) 언로더 고정밴드

B61O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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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조작부

DSM 72G-(C)

B61O403b

DSM70G_ko_04.indd 5

(1) 백미러
(2) 파워스티어링 레버
(3) 손잡이
(4) 메인 스위치
(5) 콤비네이션 스위치 / 방향지시 스위치/
라이트 스위치 / 혼 버튼
(6) 조속 다이얼
(7) 주변속 레버
(8) 후진 버튼
(9) 부변속 레버
(10) 선회절환 레버
(11) 오토예취 클러치 레버
(12) 주차브레이크 고정레버
(13) 주차브레이크 페달
(14) 클러치 정지페달
(15) 언로더 조작레버
(16) 풍구조절 레버
(17) 언로더 자동수납 스위치
(18) 언로더 위치선택 스위치
(19) 언로더 정지 스위치
(20) 유수분리 경고등
(21) 짚배출 절환레버
(22) 자체수평 조작레버
(23) 수평 상/하한 선택 스위치
(24) 주유 스위치
(25) 공급깊이 자동 스위치
(26) 자동수평 제어 스위치
(27) 자동 예취 높이 스위치
(28) ECU 경고등
(29) 컵 홀더
(30) 탈곡클러치 레버
(31) 예취클러치 레버
(32) 곡물배출/정지 스위치

4

2012-11-21 오후 6:29:24

4- DSM 72G / 72G-C
캐빈사양
(1) 출입문
(2) 손잡이
(3) 필터
(4) 백미러
(5) 작업등
(6) 와이퍼

B61O4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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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빈 내부

(1) 실내등
(2) 작업등 스위치
(3) 와이퍼 스위치
(4) 에어컨 컨트롤 스위치
(5) 에어컨 송풍구
(6) 카세트
(7) 스피커

4

B55O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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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SM 72G / 72G-C
메인 스위치

콤비네이션 스위치

B55O407a

(1) 메인 스위치
(A) 정지
(C) 예열

혼 스위치

B55O408a

(1) 방향지시 스위치

(2) 램프 스위치

B55O409a

(1) 혼 스위치

(B) 운전
(D) 시동

1. 정지(A): 키가 빠지는 위치

램프 스위치

2. 운전(B): 엔진회전중의 위치

A(OFF) : 전조등, 작업등 꺼짐 위치

3. 예열(C): 연소실 예열위치

B(하향등): 전조등, 작동등 켜짐 위치

4. 시동(D): 주변속 레버를 "정지" 로 해서
엔진을 시동하는 위치

C(상향등): 전조등, 작동등 켜짐 위치

메인 스위치를 "운전" 의 위치로 하고 혼
스위치를 누르면 혼이 울립니다.
곡물 경보중에 혼 스위치를 누르면 혼(단
속)은 정지됩니다.

방향지시 스위치
1. 선회방향으로 조작하면 방향지시등 및
계기판내의 안내램프가 점멸됩니다.
2. 선회가 완료되면 스위치를 중앙에 놓아
주십시오.

DSM70G_ko_04.indd 8

2012-11-21 오후 6:29:27

각 부의 구조 및 조작

4-

계기판
적산시간계

B55O411a

4

(1) 적산시간계

엔진을 정격회전에서 사용한 경우의 적산
시간을 표시합니다.

124 시간

B55O410a

(1) 수온계
(2) 연료계

DSM70G_ko_04.indd 9

(3) 엔진회전계
(4) 적산시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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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DSM 72G / 72G-C
엔진회전계

연료계

수온계

B55O412a

B55O413a

B55O414a

(1) 엔진회전계

(1) 연료계

(1) 수온계

1분간의 엔진 회전수를 표시합니다.

메인 스위치를 "운전" 으로 했을 때 연료
탱크내의 남은 양을 표시합니다.

메인 스위치가 "운전" 에 있을 때 냉각수
온을 표시합니다. 메인 스위치가 "운전"
이외의 위치에서는 바늘이 "C" 보다 아래
에 위치합니다.

메인 스위치가 "운전" 이외의 위치에서는
바늘이 "E" 보다 밑에 있습니다.

주

의

• (E)에 가까워지면 빨리 연료를 보충
하여 주십시오.

고온이 되면 오버히트 경보가 작동하여 혼이
올리고 수온램프가 점멸합니다. 이런 경우는
1. 냉각수의 유무, 누수여부
2. 팬 벨트의 이완여부
3. 방전커버나 라디에이터, 오일탱크에 검
불, 지푸라기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지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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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경보램프

곡물경보 램프

4- 11

짚배출경보램프(자동정지)

4
B55O415a

호퍼(그레인 탱크)에 곡물이 가득차면 램
프가 점멸되고 혼이 울립니다.

주

의

• 혼이 울리면 곡물탱크를 비워주십시
오. 곡물탱크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B55O416a

2번구가 막혔을 때 점멸되고 혼이 울립니다.

주

의

• 2번구 막힘 경고시 엔진을 정지시키
고 점검 및 확인하여 주십시오.

B55O417a

짚배출 체인에 짚이 막혔을 때 점멸되고
혼이 울리며 엔진이 자동 정지됩니다.

주

의

• 엔진정지가 되었을 때 시프트 레버의
위치를 중립에 놓고 막힌 짚을 제거
하고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조속 다
이얼을 저속에 놓고 시동하고 난기운
전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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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DSM 72G / 72G-C
수온램프

오일램프

B55O418a

엔진 냉각수가 고온이 되면 점멸하고 혼
이 울립니다. 냉각수를 확인하고자 할 때
는 엔진이 식은 다음 라디에이터 압력 캡
을 서서히 열어 주십시오.

주

자기진단 경보램프

B55O419a

엔진회전중 윤활계통의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는 유압경고등입니다.
엔진정지중에 메인 스위치를 "운전" 으로
하면 점등되고 시동되면 꺼집니다.

B55O420a

마이콤이 자동장치의 이상을 검출하면 점
멸합니다. 이 때 자기진단 경보표를 참조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의

• 갑작스럽게 열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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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램프

곡물계기

4- 13

부하계기

4
B55O422a

B55O421a

엔진회전중 충전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하는 충전경고등입니다.
엔진정지중에 메인 스위치를 "운전" 으로
하면 점등되고 시동하면 소등됩니다.

B55O423a

(1) 곡물계기

(1) 부하계기

메인 스위치를 "ON" 으로 하면 표시됩니다.

탈곡기의 작업부하의 크기를 숫자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탈곡기에 부
하가 크게 걸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호퍼(그레인 탱크)가 가득차면 램프가 점
등됩니다. 이 때는 즉시 곡물을 배출하여
주십시오.

충전경보등이 점등된 상태로 계속 작업하
면 배터리 방전을 초래하므로 문제 해결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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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DSM 72G / 72G-C
ECU 경고등

유수분리 경고등

B55O475A

B55O476A

(1) 유수분리 경고등

(1) ECU 경고등

연료 필터 내에 수분이 일정이상(약 45CC)
쌓이면 경고등이 점등 되면서 경고음이 울
립니다.

엔진의 연료 시스템이나 주요 전기적인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점등됩니다.

경고음이 울리면 즉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연료필터 내의 수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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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운전장치의 사용

(1) 부변속 레버
(2) 주변속 레버
(3) 조속 다이얼
(4) 탈곡클러치 레버
(5) 예취클러치 레버
(6) 파워스티어링 레버
(7) 주차브레이크
(8) 의자
(9) 선회절환 레버
(10) 클러치 페달
(11) 예취오토 클러치 레버
(12) 백미러
(13) 수평조작 레버

4

B55O4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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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 DSM 72G / 72G-C
주변속 레버

부변속 레버

조속 다이얼

B55O425b

B55O426b

B55O427b

(1) 주변속 레버

(1) 부변속 레버

(1) 조속 다이얼

레버를 앞으로 밀면 "전진" 하고 뒤로 당
기면 "후진" 합니다.

2개의 레버조작을 통해 "표준", "도복" 위
치에서 전진, 후진속도가 얻어집니다. 작
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차속을 선택하
여 주십시오.

엔진의 회전수를 변경하는 다이얼입니다.

주

: 엔진공회전시의 위치
: 작업중의 위치

의

• 부변속 레버의 절환은 반드시 주변속
레버를 "정지" 위치에 두고 주행을
멈춘다음 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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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스티어링 레버

4- 17

주차브레이크

DSM72G

DSM72G-C
(A) 좌회전
(C) 우회전

(B) 좌방향 수정
(D) 우방향 수정

2. 레버를 좌/우로 조작하면 방향수정에서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B55O428b

(1) 파워스티어링 레버
(A) 예취부 하강
(C) 우회전

(2) 미세방향 조절레버
(B) 좌회전
(D) 예취부 상승

레버 하나로 예취부의 상승, 하강 및 방향
수정, 회전이 가능합니다.
1. 레버를 앞/뒤로 조작하면 예취부가 상
승, 하강 됩니다.

DSM70G_ko_04.indd 17

4

B55O429a

레버의 젖힘 양에 따라 제동력이 변하
므로 완만한 방향수정은 모서리에서 회
전까지 조건에 따라 조작하여 주십시오.
• 완만한 방향수정-좌/우로 가볍게 젖힙
니다.
• 회전- 좌/우로 최대한 젖힙니다.
3. 미세방향 조절레버를 좌/우로 작동시키
면 미세방향 수정이 가능합니다. (캐빈
형은 버튼식임)

B55O430a

(1) 주차브레이크 레버
(3) 스톱퍼
(A) 밟음

(2) 주차브레이크 페달
(B) 고정

1.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서 주차
브레이크 레버로 페달을 고정하면 주차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해제하려면 주차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해제됩
니다.
2. 출발 및 이동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해제하지 않고 출
발시 브레이크 슈의 조기마모 및 파손
으로 주차브레이크의 작동불량의 원인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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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클러치 레버

수평조작 레버

예취클러치 레버

B55O431b

B55O432b

B55O433b

(1) 탈곡클러치 레버

(1) 예취클러치 레버

(1) 수평조작 레버

(2) 수평 상/하한 선택 스위치

탈곡부 구동절환 레버입니다.

예취부 구동절환 레버입니다.

1. 작동: 탈곡부가 구동됩니다.

1. 작동: 예취부가 구동됩니다.

1. 레버를 "기체하강" 측으로 조작하면 기
대 전체가 하강합니다.

2. 멈춤: 탈곡부가 정지됩니다.

2. 멈춤: 예취부가 정지됩니다.

2. 레버를 "기체상승" 측으로 조작하면 기
대 전체가 상승합니다.
3. 레버를 "좌측상승" 측으로 조작하면 기
대의 좌측만 상승합니다.
4. 레버를 "우측상승" 측으로 조작하면 기
대의 우측만 상승합니다.
5. 자동제어 동작중에도 수평조작 레버를
수동 작동시키면 수동 작동방향으로 우
선 작동하며 수평조작 레버를 놓으면
자동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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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엔진정지 스위치

예취오토 클러치

4- 19

짚배출작업 절환레버

4
B55O434a

(1)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

손탈곡 작업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
우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를 눌러서 엔진을
정지했을 때에는 시동키를 정치위치로 돌
린 후 약 5초후 다시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
게 안전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B55O435a

(1) 예취오토 클러치

절환레버 조작으로 예취부 상승시 예취부
및 탈곡부 동력이 차단되어 기체조향시
출력저하에 의한 미탈립 방지로 작업성능
이 향상됩니다.

B61O436c

(1) 짚배출 절환레버
(A) 커터

(B) 드롭퍼

레버조작의 커터↔드롭퍼의 절환이 가능
합니다.

주

•

의

작업절환을 행할 경우는 반드시 짚배
출레버의 위치를 조절하여 주십시오.

5초후 시동시 조속 다이얼을 저속상태로
하고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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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DSM 72G / 72G-C
의자

선회절환 레버
급선회(스핀턴)
파워스티어링 레버를 좌/우로 조작하면
크롤러 좌/우의 회전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동하여 최소 선회반경에서 방향전환이
되어 작업능률을 향상시킵니다.
급선회

주

•

브레이크 선회

• 안전사고 및 기체에 중대한 해를 끼

완선회
B55O438a

의

급선회 조향시에는 반드시 감속을 한
후 선회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B55O439a

(1) 상승하강 레버

(1) 선회절환 레버

상하조절은 상승하강 레버를 해제하고 원
하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 상승하강 레버
를 고정하여 주십시오.

레버를 절환하면 선회방식이 선택됩니다.
작업조건에 따라 적절히 절환하여 주십시
오.

칠 수 있습니다.

완선회(소프트턴)
크롤러 좌/우의 회전방향이 같고 회전비
율이 달라 원만한 선회반경을 이루어 주
행시 또는 습전작업시 작업능률을 향상시
킵니다.

브레이크 선회
크롤러 한쪽 바퀴는 동력이 끊어지고 한
쪽은 전달되어 선회되는 기능으로 일반
포장지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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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엔진정지 스위치
선회반경
완선회 > 브레이크 선회 > 급선회

주

의

• 선회절환 레버의 조작은 반드시 기체
를 정지한 후 조작하고 "급선회" 또
는 "브레이크 선회", "완선회" 위치
로 확실히 절환하여 주십시오.

• 선회절환 레버가 정확히 절환되지 않
거나 주변속 레버를 작동시키면 미션
소음 및 내부기어손상, 선회가 잘 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
시오.

4
B55O450a

(1)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

손탈곡 작업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
우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비상 엔진정지 스위치를 눌러서 엔진을
정지했을 때에는 시동키를 정지위치로 돌
린 후 다시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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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장치의 사용
자동장치 일람표
◎: 표준채용

자동장치

DSM72G-(C)

자동 엔진정지, 경보

◎

집중주유장치

◎

자동공급 깊이제어장치

◎

자동차체 수평제어

◎

언로더 자동선회

◎

예취높이 조절

◎

B55O440b

(1) 자동공급 깊이제어장치

DSM70G_ko_04.indd 22

(2) 수평자동 제어장치

(3) 예취높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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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엔진정지 및 경보
자동 엔진정지

4- 23

작업부하램프의 사용법
작업부하램프에 의한 탈곡부의 부하상태는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탈곡기에 부하가 크게 걸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1. 부하램프에 의한 차속선택법
부하램프에 의해 적절한 차속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 수동으로 "3" 단계까지의 범위내에서 예취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단계

B55O441a

(1) 곡물램프
(3) 점검램프
(5) 2번램프

(2) 수온램프
(4) 짚배출램프

짚배출 반송 체인부, 카터부에 짚이 막혔
을 때 엔진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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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램프/혼

변속지시

1

1

가속가능

2

12

적정속도

3

123

적정속도

4

1234

최고속도

5

1234 부하

감속필요

6

1234 부하 혼(단속)

즉시감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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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점멸램프

혼

엔진정지

짚배출램프

단속

작동

곡물램프

단속

2번램프

이상내용

조 치

짚배출 반송부가 막혔다

•짚
 배출 막힘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

곡물탱크가 충만되어 있다

•예
 취를 중지하고 곡물을 배출하여 주십시오

단속

-

2번구 막힘이 발생했다

• 엔진을 정지하고 곡물 지푸라기 등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수온램프

단속

-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갔다

•냉
 각수의 유무, 누수여부
•팬
 벨트의 이완여부
• 방진커버 및 라디에이터, 오일쿨러에 검불, 지푸라기 등이 부착
되어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주십시오

공급깊이
자동램프
점검램프

-

-

공급깊이 제어 작동시 지푸라기, 잡초가
이삭센서에 걸려있다

• 공급깊이 센서부의 지푸라기나 잡초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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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

콤바인 에러 검출기능
에러코드

에러내용

ERR 1

공급깊이 제어중, 이삭센서 S1: OFF 이삭센서 S2: ON
700mSec 이상 계속될 때 이삭센서가 상기 이외 조건일때
제한해제에서 지워진다

ERR 2

이삭센서 1,2가 동시 5초이상 ON

ERR 3

예취포지션 센서 이상전압
(4.8V 이상 또는 0.2V 이하므로 1초이상 유지)
1) 탈곡 = ON
2) 2번센서 27hz 이상
3) 전자 픽업은 500rpm 이하 "전자 픽업센서 에러 검출"
1) 탈곡 SW: ON
2) 2번센서: 27Hz 이상
3) 증립 SW: ON
4) 차속 0.5m/s 이상(185Hz)
1), 2), 3), 4)가 5초이상 계속, 탈곡 SW: OFF에서 지워진다
예취설정 센서 이상전압
(4.8V 이상 또는 0.2 V이하므로 1초이상 유지)

ERR 4

ERR 5

ERR 7
ERR 8

차속 2.6m/s 이상(2,000Hz)

ERR 9

엔진 회전수 >= 4,000rpm 이상(7,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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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마이콤 체크램프 및 공급깊이 램프 점멸
FND "E" "I" 전방부저 70mSec ON, 800mSec OFF
마이콤 체크램프 점멸
FND "E" "2"
마이콤 체크램프 점멸
FND "E" "3"
마이콤 체크램프 및 차속자동 점멸 소등
FND "E" "4"

4

마이콤 체크램프 및 차속자동 점멸 소등
FND "E" "5"
마이콤 체크램프 점멸
FND "E" "7"
마이콤 체크램프 및 차속자동 소등
FND "E" "8"
마이콤 이상램프 및 차속자동 점멸 소등
FND "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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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 DSM 72G / 72G-C
집중 주유장치

예취부, 예취 칼날부, 탈곡체인부 절환밸브
[주유개소]
• 끌어올림 체인

• 좌이삭 체인

• 우포기 체인

• 예취 칼날

• 좌포기 체인

• 공급깊이 체인

• 우이삭 체인

• 공급체인

• 짚배출 체인

B55O444a

(1) 주유절환 레버
(A) 체인

B55O443b
B61O442a

(1) 공기배출 캡

집중주유 스위치 조작시 예취부 뒤쪽의
주유절환 레버를 "체인" 또는 "칼날, 탈곡"
쪽으로 그림과 같이 확실히 선택하여 주
십시오.

(1) 주유 스위치

(2) 오일탱크

주
주유레버를 조작하면 각 작동부에 한번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업전에 예취,
탈곡부를 중속회전으로 놓고 주유 스위치
를 눌러 주유하여 주십시오. 또 오일탱크
의 유량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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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칼날, 탈곡

의

• 디젤엔진오일, 15W-40, CD급 이상
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지정오일 이외의 것 또는 폐유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먼지가 섞인 오일은 노
즐을 막거나 밸브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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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속 레버-"정지"
부변속 레버- "중립"

8. 주유정지후 1~2분 운전

2. 메인 스위치 "운전"

7. 주유 스위치 "ON"

3. 엔진시동 회전수 중속
회전(약 2,000rpm)

4. 예취부를 지면에서
5~15cm로 올린다.

6. 주변속 레버 중간까지
전진

5. 예취클러치 레버 "작동"

4- 27

4
주

의

• 최초 주유시에는 배관내부에 오일이 충만하게 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오일탱크의 오일양을 확인한 후 주유하여 주십시오. 탱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면 펌프모터의 고장원인이 됩니다.
• 각 체인부에 붙어있는 지푸라기나 먼지를 깨끗이 제거하여 주십시오.
• 각 체인의 정지상태에서 주유레버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 체인은 중속회전에서 주유하여 주십시오.
• 너무 많이 주유하지 마십시오. 기계가 더러워질 뿐 아니라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각 노즐에서 나오는 오일이 불균일합니다. 부족한 곳은 직접 주유하여 주십시오.
• 만일 펌프와 오일탱크간의 호스에 공기가 들어있어 주유 스위치를 눌러도 오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공기배출 캡을 열어 공기
를 뺀 후 작동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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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 DSM 72G / 72G-C
자동공급 깊이제어장치
자동절환 스위치

자동공급 제어장치의 특징
1. 예취시작시는 작물길이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여 적정한 공급깊이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2. 예취중에는 짧은 주기의 작물길이 변화
에 따른 안정된 제어를 합니다.
3. 공급깊이 자동제어는 2개의 이삭센서
로 적정하고 안정된 제어를 합니다.

B55O446b

(1) 자동절환 스위치

(2) 공급깊이 선택다이얼

4. 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에 의해 공
급깊이가 조절되고 쉽게 최적의 공급깊
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급깊이 선택스위치(미세조정)
1. 통상은 "표준" 의 위치에 놓아 주십시오.
2. 다이얼을 "깊게" 방향으로 돌리면 깊게
제어됩니다. 보리, 도복작물, 잡초가 많
을 때는 "깊게" 위치로 하여 주십시오.
3. 다이얼을 "얕게" 방향으로 돌리면 얕게
제어됩니다.

주

의

• 작업중 작물길이가 대폭 변하는 경우

는 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 또는
수동조작 스위치로 보정하여 주십시오.

• 도복작물, 잡초가 많은 곳에서는 수
"자동" 스위치를 눌러 램프가 점등되면 자
동으로 됩니다.

동으로 작업하여 주십시오.

"수동"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수동으로 되
고 자동램프가 소등됩니다.
공급깊이 자동 및 수동이 작동되지 않을
때 마이콤유니트의 전원 및 접지상태, 자
동절환 다이얼의 입력신호선 확인, 포기
센서 확인, 이삭센서 1,2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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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
조작방법
5. 이삭끝이 탈곡 공급구의 "탈곡깊이 지
시 마크" 에 일치하도록 공급깊이 제어
위치 조절레버를 약간 조절하여 주십시
오. 조절은 같은 포장에서는 1~2회 조
절로 충분합니다.
6. 예취 마지막에서 포기센서가 "끊김" 으
로 되면 공급깊이제어는 정지하고 예취
종료의 공급깊이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B55O448a

B61O449b

(1) 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
(A) 얕게
(B) 깊게

(1) 탈곡클러치 레버
(3) 공급깊이 자동스위치

1. 통상은 거의 중앙에 놓아 주십시오.

1. 탈곡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여 주
십시오.

2. 레버를 "깊게" 방향으로 젖히면 공급이
깊게 제어됩니다.
3. 레버를 "얕게" 방향으로 젖히면 공급이
얕게 제어됩니다.

(2) 예취클러치 레버
(4) 공급깊이 선택다이얼

주

의

4

• 포기반송센서는 좌측반송벨트의 위
쪽에 위치합니다.

2. 예취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고 예
치부를 내립니다.
3. 공급깊이 자동스위치를 "자동" 으로 하
고 자동램프의 점등을 확인하여 주십시
오.
4. 예취를 시작하면 포기반송센서가 작물
에 접촉하여 공급깊이제어가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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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 DSM 72G / 72G-C
수동조작 스위치(수동깊이 스위치)

언로더 선회(그레인 탱크 사양)
곡물배출 방법

수동 조작방법
1. 언로더 레버를 "상" (↑)방향으로 조작하
면 언로더는 상승합니다.
2. 언로더 레버를 "하" (↓)방향으로 조작하
면 언로더는 하강합니다.
3. 언로더 레버를 "좌" (←)방향으로 조작
하면 언로더는 좌측으로 선회합니다.
4. 언로더 레버를 "우" (→)방향으로 조작
하면 언로더는 우측으로 선회합니다.

B55O447b

(1) 주변속 레버
(A) 깊게

B61O471c

(1) 언로더 레버
(B) 얕게

1. 수동으로 공급깊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
여 주십시오.
2. 스위치를 "깊게" 로 누르면 깊게 됩니다.
3. 스위치를 "얕게" 로 누르면 얕게 됩니다.
4. 자동으로 작업중 수동조작 스위치를 조
작하면 수동작업이 우선하여 자동램프
가 소등됩니다.

5. 언로더 자동제어 동작중에 언로더 레버
를 조작하면 자동제어 동작은 멈추고
수동레버 작동이 우선합니다.

언로더를 자동 또는 수동조작으로 배출
위치로 이동 시킨후 탱크클러치 레버를
작동하면 곡물이 배출됩니다. 이때 전선
및 전화선등 장애물에 주의하고 경사지에
서의 곡물배출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5. 자동선택에 놓고 수동스위치를 조작하
면 조작한 만큼 깊게 또는 얕게로 작동
되며 조작 스위치를 놓으면 자동설정
위치로 자동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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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로더 자동제어
언로더 배출위치 선택스위치

언로더 자동 스위치
초기 1회 누르면 언로더 정지위치 설정된
위치로 자동회전하고 곡물배출 후 다시
한 번 누르면 수납위치로 자동선회하여
수납됩니다. (동작중에는 램프가 점등되
고 동작완료되면 램프가 소등됩니다)
언로더 정지 스위치

B61O451b

(1) 7언로더 레버
(2) 언로더 자동 스위치
(3) 언로더 정지 스위치 (4) 언로더 배출위치 선택스위치
(5) 배출/정지 스위치

언로더 자동배출기능을 사용할 때 언로더
가 정지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언로더 자동동작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
동작이 멈춥니다.
배출/정지 스위치

4- 31

언로더 수납위치 재설정
시동키를 "OFF" 한 후 "자동 스위치" (2)
와 "정지 스위치" (3)를 동시에 누른 상태
에서 시동키를 "ON" 위치로 한 후 2초정
도 지나면 현재 언로더 위치가 언로더 수
납위치로 재설정됩니다. (곡물배출)

주

의

• 언로더를 선회할 때에는 언로더를 최
상승 위치로 들어서 작동하여 주십시
오. (언로더 자동선회는 작업자 보호
와 충돌방지를 위해 최상승 위치에서
만 동작하여 주십시오)

4

배출/정지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배출동
작이 작동됩니다. 배출/정지 스위치를 다
시 한번 누르면 정지동작이 작동됩니다.

1. "우측" 위치로 한 후 자동 스위치를 누
르면 왼쪽 270˚ 방향으로 언로더가 회
전한 후 정지됩니다.
2. "좌측" 위치로 한 후 자동 스위치를 누
르면 왼쪽 90˚ 방향으로 언로더가 회전
한 후 정지됩니다.
3. "뒤쪽" 위치로 한 후 자동 스위치를 누
르면 왼쪽 180˚ 방향으로 언로더가 회
전한 후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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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 DSM 72G / 72G-C
수평자동 제어장치
수평자동 제어의 사용방법

경사각 조절 다이얼

B55O452b

(1) 탈곡클러치 레버

(2) 수평자동 절환스위치

1. 탈곡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여 주
십시오.
2. 수평자동 절환스위치를 "자동" 으로 하고
자동램프의 점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이 상태에서 수평제어가 작동됩니다.
4. 경사각 조절다이얼을 좌/우로 돌리면
원하는 위치로 수평제어가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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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조작 레버

B55O453b

(1) 수평제어 스위치

(2) 경사각 조절다이얼

1. 통상은 중앙으로 하여 주십시오.
2. 다이얼을 "우측상승" 의 방향으로 돌리
면 우측 상승이 제어됩니다.
3. 다이얼을 "좌측상승" 의 방향으로 돌리
면 좌측 상승이 제어됩니다.
4. 습전에서 기체가 "좌" 또는 "우"로 가고
직진하지 않는 경우에 경사각 조절다이
얼로 기체의 경사를 조절하면 직진성이
향상됩니다.

B55O454b

(1) 수평조작 레버

(2) 수평상/하한 선택스위치

1. 레버를 "기체상승" 의 방향으로 하면 기
체의 좌/우 모두 상승됩니다.
2. 레버를 "기체하강" 의 방향으로 하면 기
체의 좌/우 모두 하강됩니다.
3. 레버를 "좌측상승" 의 방향으로 하면 기
체의 좌측이 상승되고 우측이 하강됩니다.
4. 레버를 "우측상승" 의 방향으로 하면 기
체의 우측이 상승되고 좌측이 하강됩니다.
5. 자동제어 작업중이라도 수평조작 레버
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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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상한모드 절환스위치

주

의

하강기준
(최하강위치)

•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체를 반드시

상승기준
(최상위치)

제일하강으로 내려 주십시오.

• 자동으로 작업한 후 탈곡클러치 레버
를 "끊음" 으로 하든지 또는 자동절
환 스위치를 "수동" 으로 하면 기체
는 좌/우측 모두 제일하강으로 내려
갑니다.

•
•

하강중에 수평조작 레버를 조작하면
정지됩니다.
예취작업 이외(특히 이동주행시, 운
반시, 격납시)의 경우에는 기체를 제
일하강으로 내려 주십시오.

• 경사지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B55O455b

4

(1) 수평상한모드 절환스위치

"수평제어" 스위치가 "자동" (점등)상태에
서 탈곡클러치 레버를 작동으로 조작한
후 "수평상한모드 스위치"를 조작하여 주
십시오.
"수평상한모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수
평하한 위치에서 수평제어가 작동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수평상한 위치에서 수평제
어가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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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기준 기체의 최하단 상태를 수평기
(소등)
준으로 하여 수평제어합니다.
상승기준 스위치를 누르면 계기판 램프
(점등)
가 점멸되고 기체 최상단 상태
를 수평기준으로 하여 수평제
어합니다. 다시 스위치를 누르
면 소등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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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 DSM 72G / 72G-C
예취높이 조절장치
예취높이 조절스위치

주

예취높이 조절다이얼
예취높이 자동조절 기능 작동시 예취부의
하강높이를 결정합니다.

기

• 통상은 "수평상한 램프소등" 으로 해

예취높이 조절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예취부가 낮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예취
부가 높은 위치에서 정지됩니다.

서 작업하여 주십시오. 깊은 습전에
서의 예취작업 종료시에 선회가 곤란
한 경우 스위치를 눌러 계기판의 "수
평상한 램프점등" 상태로 하고 기체
의 최상단 기준으로 수평제어시켜 작
동하면 선회가 용이하게 됩니다.

[작동방법]

• 직진 예취상태가 되면 다시 스위치를
눌러 "수평상한 램프소등" 하여 주십
시오.

• 깊은 습전에서 "상승기준" 을 선택하
자마자 예취작업을 행하면 차체가 깊
이 빠지게 되어 탈출 불능으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은 습전에서 예
취작업은 통상적으로 "수동" 으로 행
하여 주십시오.

B55O457b

(1) 예취자동 절환스위치

(2) 예취높이 조절다이얼

"자동":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램프가 점
등되고 자동상태가 됩니다.
"수동":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램프가 소
등되고 수동상태가 됩니다.

1. 탈곡클러치 "작동" 위치로 하고 예취높
이 자동 스위치를 눌러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서 파워스티어링 레버를 예취하
강쪽으로 작동한 후 중립위치로 하면
예취를 설정한 높이까지 자동으로 하강
합니다.
2. 이 때 파워스티어링 레버를 계속 하강
위치로 조작하면 예취부가 원하는 위치
로 하강하나 파워스티어링 레버를 중립
위치로 하면 즉시 설정높이까지 상승
후 멈춥니다.
3. 자동높이 조절기능을 사용하려면 파워
스티어링 레버를 하강위치로 한 후 곧
바로 중립위치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
일 계속하여 하강위치로 작동시키면
"예취높이 자동 스위치" 의 램프가 소등
되고 수동상태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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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취부 자동 상승기능(캐빈사양 제외)

미세방향 조정기능
2. 지형과 포장지 조건에 따라 방향전환정
도가 다를수 있습니다.

작업중 주변속 레버(시프트 레버)를 후진
쪽으로 작동시키면 예취부가 자동으로 상
승하게 하는 기능이며 다음과 같이 작동
시킵니다.

주

중

•

요

예취오토 리프트 스위치 ON 상태에
서 예취작업중 작물이 예취부로 유입
되지 않으면 예취부가 자동으로 상승
됩니다.

의

• 순간적으로 여러번 조작하면 관련부

1. 탈곡클러치를 "작동" 위치로 하고 파워
스티어링 레버의 "예취오토 리프트 스
위치" 를 내려 고정된 상태가 되면 자동
기능이 작동합니다.
2. "예취오토 리프트 스위치" 를 올려 고정
이 해제가 되면 자동상승기능이 해제됩
니다.

4- 35

품의 수명을 단축 시킬수 있으므로
삼가하여 주십시오.

4
B55O472A

(1) 예취오트 리프트 스위치 (2) 미세방향 조절레버

예취작업시 미세방향 조작할 때 유능한
기능입니다.
1. 파워스티어링 앞쪽에 부착된 미세방향
조절 스위치의 원하는 방향으로 젖면
기체의 큰 흔들림없이 미세한 저작이
가능 합니다.
"미세조정 레버(좌)": 좌측 조향시 왼쪽
으로 젖힘
"미세조정 레버(우)": 우측 조향시 오른
쪽으로 젖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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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6 DSM 72G / 72G-C
캐빈사양 장치의 명칭과 사용방법

B55O458a

(1) 에어컨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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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등

(3) 카세트

(4) 에어컨 송풍구

(5)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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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 스위치

작업등 스위치

4- 37

와이퍼 스위치

4
B55O459a

B55O460a

(1) 실내등

(1) 작업등 스위치

실내등은 스위치 내장형이므로 오른쪽 전
면을 살짝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
집니다.

"ON" 위치를 누르면 캐빈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등이 켜지고 "OFF" 위치를 누르
면 꺼집니다.

주

의

• 실내등은 시동키가 "정치(OFF)" 위
치에 있어도 불이 켜지므로 엔진 시
동을 정지한 후에는 필히 실내등도
꺼주십시오. (축전지가 방전되어 시
동불능 발생)

B55O461b

(1) 와이퍼

(2) 와이퍼 스위치

"ON" 위치를 누르면 와이퍼가 작동되고
"OFF" 위치를 누르면 와이퍼 동작이 멈춥
니다.
"ON" 위치를 세게 누르면 와이퍼 워셔액
이 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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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 DSM 72G / 72G-C
에어컨 컨트롤 스위치
공기풍량조절

주

"AIR" 로 표시된 스위치로 바람의 세기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으며 "OFF" 위치에
서
위치로 돌리면 바람의 세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의

• 와이퍼 워셔액은 부족시 보충하여 주
십시오. 워셔액이 없는 상태에서 와
이퍼 워셔액 분출동작을 계속하면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조절

주

의

• 유리표면에 진흙 등이 부착 되었을
때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 주
십시오. 진흙 등이 부착된 상태로 와
이퍼를 작동시키면 유리의 흠집이나
와이퍼 블레이드의 손상의 원인이 됩
니다.

B55O462a

"TEMP" 로 표시된 스위치가 온도조절 스
위치이며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출되는 공
기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1) 에어컨 컨트롤 스위치

주

의

• 건강을 위해 찬바람이 신체의 한부분
에 집중되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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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상 주의

출입문 작동방법
기체 안에서 열 때
출입문 핸들을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열
립니다. 출입문을 닫을 때에는 반드시 출
입문 손잡이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1. 건강상, 쿨러는 약한 단계에서 사용하
여 주십시오. 또, 찬 바람은 신체 한부
분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여 주십시오.
2. 에어컨을 장시간 작동시 실내공기가 혼
탁해 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기
시켜 주십시오.

주

4. 에어컨 냉매가스의 충전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사용 전문가에게 의뢰 하여 주
십시오.

입문을 잠궈 주십시오.

(1) 손잡이

손잡이의 위를 누르면서 당기면 열립니다.
종 류

주입량

냉매 가스

HFC-134a
(신냉매)

620~680g

콤프레셔 오일

VCON 488

265ml

•

의

4

엔진룸의 개방
B61O463a

기체 바깥에서 열 때

에어컨

의

• 콤바인 곁을 떠나거나 보관시에는 출

3. 에어컨은 신냉매(HFC-134a)를 사용하
는 구조이므로 구냉매(CFC-12)를 주입
하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

4- 39

주

의

• 출입문에는 가스실린더가 부착되어

1. 의자프레임의 고정클립을 해제하여 주
십시오.
2. 의자의 뒷부분을 들어 앞으로 반쯤 젖
힌 후, 슬라이드 암을 아래로 누르면서
엔진룸을 개방하여 주십시오
3. 안전 때문에 엔진룸은 40˚ 개방후 한번
멈추고 다시 슬라이드 암을 누르면 80˚
까지 열립니다.

있으므로 열고 닫을시 갑자기 열리거
나 닫힐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에어컨을 켜놓은 채로 잠들시 질식사
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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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 DSM 72G / 72G-C
언로더 받침 높이조절

높이제한

높이가 다른곳으로 이동방법

B55O466a

B55O465b

(1) 언로더
(3) 나비볼트

(2) 언로더 지지대

작업중에는 언로더 받침을 올려서 사용하
면 편리합니다.
작업 이외 이동시에는 반드시 언로더 받
침을 내리고 언로더를 확실하게 수납하고
밴드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언로더를 수동(무선 리모콘 또는 조

B55O467a

(A) 지상고

(1) 캐빈 앞유리
(3) 예취부

작업중 이외의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차
체수평제어를 수동으로 하고 기체를 최하
한 위치까지 내려 주십시오. 특히 포장지
간 이동시나 트럭에 싣고 운반시 통과높
이제한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논두렁을 넘거나 높이가 낮은 곳으로 진
입시 예취부가 과도하게 올려져 캐빈 앞
유리를 깨뜨리거나 예취부가 지면에 닿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상고
2.81 m

(2) 보조발판

예취부가 지면에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동시 반드시 보조발판을 사용 또는 후진
하여 내려 주십시오.

작레버)으로 작동시 언로더가 캐빈
좌측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
오. 캐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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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시 주의사항

4- 41

정비점검 개소 일람표
○ :점검/조정 △ :교환

1. 캐빈을 세차하거나 비가 내리는 곳에
기대를 방치해두면 틈새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마른수건으로 닦
아 주십시오.
2. 캐빈 내부의 물청소는 금하여 주고 부득
이 물청소시에는 천정부와 전기제품에
물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와이퍼에 직접 고압수를 뿌리면 변형이
갈 수 있습니다.
4. 양옆의 창문레일부에 짚부스러기, 먼지
등이 있는 경우 문의 열고 닫음이 어렵
거나 씨일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먼지 등을 빨리 청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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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 표시시간
점검항목
1. 콘덴서의 청소

구입일로부터

3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400시간마다 1년마다 2년마다
○

2. 쿨러 배관, 클램프의 점검

○

3. 호스의 점검, 교환

○

4. 콤프레셔 벨트의 점검, 조정, 교환

△

○

5. 방진고무, 멈추개조합 점검, 교환

○

△

△

6. 쿨러가스(냉매)의 점검

○

전기회로의 점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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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2 DSM 72G / 72G-C
콘덴서의 청소

콤프레셔 벨트의 점검, 조정, 교환
5. 먼지가 많은 경우 부드러운 솔로 문지른
후 깨끗한 물로 씻어 주십시오. 이 때 코
어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
시오.

주

의

• 캐빈지붕 제거시 안테나 리드선을 카
B55O468a

세트에서 분리하여 주십시오. 분리하
지 않고 캐빈지붕 제거시 리드선이
파손됩니다.

B61O469a

(1) 콘덴서

(1) 에어컨 벨트

1. 콘덴서는 작업중 먼지가 가장 적은 캐
빈 천정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레인 탱크를 개방하고 엔진룸 커버를
열어 콤프레셔 벨트의 장력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10kg의 힘으로
눌러 벨트의 처짐량이 5~8mm 정도가 되
면 정상입니다.

2. 콘덴서는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를 식혀
주는 부품으로 항상 깨끗하고 통풍이
잘되어야 합니다.
3. 콘덴서에 먼지가 막히면 쿨러의 냉방능
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청소
하여 주십시오.
4. 캐빈 지붕을 제거하고 코어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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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교환시에는 콤프레셔 고정볼트 2개
를 풀고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낸 후 볼트
를 고정하여 주십시오.
텐션량이 적절하지 못하면 벨트의 조기파
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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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 무선리모콘(DSM 72G, DSM 72G-C)
사용전 준비
작동 및 보관

배터리 교환
미작동 및 보관상태

1
2

전원

상
좌

우
하

자동

배출
정지

B61O473B

B61O474a

B61O475a

(1) 배터리 커버

리모콘을 작동시에는 커버를 열고 작동하
고 미작동 및 보관시에는 커버를 닫습니다.

중

요

리모콘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2) 나사

중

요

•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CR2032 1개
가 들어 갑니다. (초기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좌석에

• 교환시에는 배터리 커버 안쪽면의 교

• 고온 다습한 장소나 직사광선을 피하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배터리

앉지 마십시오.
여 주십시오.

• 수분을 침투시키지 마십시오
• 작업 종료후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보

4

체요령을 보고 교환하여 주십시오.

를 분리한 상태로 보관하시면 배터리
수명이 더욱 길어 집니다.

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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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4 DSM 72G / 72G-C
리모콘의 조작과 오거의 조작
무선 오거 리모콘의 송신범위
리모콘을 눌러 오거의 조작이 되는 범위
는 주위 약 10m입니다.

주

의

• 전파 장해가 되는 건물이나 무선기지
국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는 10m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원조작
수신용 안테나
수신용 안테나는 그레인 탱크 뒷쪽(마이
콤 유니트2)에 있습니다.

주

1
2

의

• 전파방해를 일으키는 장애물이 있는

전원
상

경우나 조작자의 작동위치에 따라 동
작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
습니다.

좌

우
하

자동

• 고압전선이 있는 부근 및 낙뢰시에는

배출
정지

B61O476B

리모콘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1) 램프

(2) 전원 스위치

리모콘을 조작할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ON(램프 점등)시켜 주십시오.
조작후는 전원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
전원을 OFF(램프 소등)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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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구조 및 조작

곡물배출 조작

주

4- 45

오거의 상승, 하강 및 선회조작

의

• 배터리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전원
스위치를 ON(램프 점등)시킨 상태에
서 약 3분 동안 아무런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OFF(램프
소등)상태로 됩니다.

• 오거가 작동중(선회, 곡물배출)에 전
원을 OFF(램프 소등)시켜도 오거의
동작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선회 또
는 곡물배출을 정지할 경우는 운전석
측의 조작으로 정지하여 주십시오.

전원

전원

2
1

상
좌

우

상
좌

하
자동

3
4

우
하

1

배출
정지

5

자동

배출
정지

B61O477B

(1) 곡물배출/정지 스위치

주

의

• 배출정지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곡물
이 배출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곡물
배출이 정지됩니다.

• 전원이 OFF(램프 소등)된 상태에서
는 작동되지 않으므로 운전석측의 조
작으로 작동시켜 주십시오.

B61O478B

4

(1) 누르면 오거가 좌측으로 움직인다.
(2) 누르면 오거가 상승한다.
(3) 누르면 오거가 우측으로 움직인다.
(4) 누르면 오거가 하강한다.
(5) 누르면 오거가 배출위치 또는 수납위치까지 자동
선회한다.

중

요

• 기대가 중립인 상태에서만 리모콘이
작동되므로 리모콘 작동시에는 반드
시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하여 주십
시오.

• 기대의 스위치와 리모콘의 스위치가
동시에 작동되면 항상 기대에서 조작
한 스위치대로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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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6 DSM 72G / 72G-C

중

요

• 곡물 배출 동작 중에는 "자동" 스위
치를 언로더 자동선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B61O479a

중

요

• 오거의 수납위치에서 "자동" 스위치
를 누르면 기대에 설정되어 있는 배
출위치(좌/우 또는 후)까지 자동으로
선회됩니다.

• 언로더 자동선회 중 긴급정지 하고
자 할 때에는 기체 본기의 "언로더
정지" 스위치를 누르거나 리모콘의
"상", "하", "좌", "우" 스위치중 하나
를 누르면 정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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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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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SM 72G / 72G-C
일상점검
작업전에는 점검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여 주십시오.

주

의

• 화기엄금
•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시행하여 주십시오.
• 연료, 오일이 넘쳤을 경우는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 운전중 및 정지 직후는 라디에이터 캡을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끓는물이 분출되어 화상을 입는 수가 있습니다.
• 엔진, 소음기, 탈곡기 및 커터기의 벨트커버내, 배터리에 지푸라기가 쌓여 있으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점검을 행하여 제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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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의 점검

<여기를>

<이렇게 한다>
• 부족시에는 동급오일로 상하선 사이에 오도록 보충한다(용량 8.0L)
SAE15W-40, API CA급 이상
• 부족하면 맑은 물을 보충한다
(FULL 이상으로 공급하지 않음)

엔진오일

• 오일게이지의 상하선 사이에 있으면 양호

냉각수

• 보조 물탱크에 적정량이 있는가?
(필히 FULL 과 LOW 사이에 있을 것)

에어클리너

• 에어클리너에 먼지가 끼어 있지 않은가? • 청소한다
연료계

• 작업에 필요한 연료가 있는가?

• 디젤경유를 보급한다(용량 67 L)

혼(경적)

• 혼 스위치를 누르면 울리는가?

• 휴즈의 끊어짐이나 배선에 이상이 있는지 조사하여 조치한다
• 그 밖의 경우는 영업소로 문의한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전구, 휴즈의 끊어짐, 배선의 이상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메인 스위치를 넣었을때
램프류

•주
 변속 레버를 "후진" 위치로 했을 때 후
후진경보
진 경보가 울리는가?

방진망
라디에이터, 오일쿨러 핀

• 휴즈의 끊어짐, 배선의 이상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 그 밖의 경우는 판매점에 문의한다
• 엔진오일을 보급한다
• 오일램프, 충전램프는 꺼지는가?
• 충전한다
• 회전계는 정상작동하는가?
• 이상개소를 조사하여 조치한다
•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 청소한다
• 확실히 부착되어 있는가?
• 부착 등의 처리를 한다
• 방진망의 막힘은 없는가?
• 브러쉬 등으로 청소한다
• 라디에이터, 오일쿨러의 막힘은 없는가? • 라디에이터, 오일쿨러는 수도물이나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체인, 크롤러

• 느슨함이나 손상은 없는가?

• 정상으로 조정

벨트커버, 소음기 주변

• 지푸라기가 걸려있지 않은가?

• 제거한다

시동시
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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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SM 72G / 72G-C

연료점검

B55O501a

(1) 연료주입구

방진망, 라디에이터 핀, 오일쿨러 핀의 점검

엔진오일, 냉각수의 점검

(2) 연료계

B55O502b

(1) 보조 물탱크

B61O504a

(1) 방진망

B55O503a

(1) 오일게이지

DSM70G_ko_05.ind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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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디에이터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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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의 점검

점검계기의 점검

소음기, 배기관의 청소

B55O509a

b55o513a

(1) 라디에이터 철망

(1) 오일램프

B55O507a

DSM70G_ko_05.indd 5

(1) 캡
(3) 배출밸브

5

프리클리너 청소

B61O506b

(2) 연료쿨러 핀

B55O510a

(1) 소음기, 배기관

(2) 충전램프

에어클리너 청소

(1) 오일쿨러 핀

5-

(2) 엘리먼트

B55O508a

(1) 프리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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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SM 72G / 72G-C

벨트커버 내의 청소

B55O511a

(1) 벨트커버내의 지푸라기

연료탱크 주변부 청소

B55O512a

(1) 연료탱크부 지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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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의 운전

엔진의 시동과 정지 ................................................................. 6-2
엔진의 시동 ..................................................................................6-2
정지방법 ......................................................................................6-3

6

노상 주행방법 ......................................................................... 6-3
주/정차 방법............................................................................ 6-7
정차방법 ......................................................................................6-7
주차방법 ......................................................................................6-7

6

운반차에 싣고 내리기 ............................................................. 6-8

DSM70G_ko_06.indd 1

2012-11-21 오후 6:27:34

6- DSM 72G / 72G-C
엔진의 시동과 정지
엔진의 시동

주

의

• 시동조작은 운전석에서 시행하여 주
십시오.

• 주위 사람에게 시동신호를 한 다음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 각 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로 한 다
음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 주변속 레버가 "정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전 스위치가 작동되어 엔진
은 시동되지 않습니다.

• 메인 스위치를 "시동" 으로 하고 시동

모터를 회전시켜 10초까지도 시동되
지 않을 때에는 일단 메인 스위치를
끊고 30초 후 재시동 걸어 주십시오.
10초 이상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엔진이 시동되면 5~10분간 난기운

B55O601b

(1) 주변속 레버
(2) 부변속 레버

(3) 탈곡클러치 레버
(4) 예취클러치 레버

1. 부변속 레버를 "중립", 주변속 레버를
"정지" 위치로 하여 주십시오.

B55O602b

(1) 조속 다이얼

3. 조속 다이얼을 "중간정도" 까지 시계방
향으로 돌립니다.

2. 예취클러치 레버, 탈곡클러치 레버를
"멈춤" 위치로 하여 주십시오.

전후 작업에 들어가 주십시오. (특히,
0℃ 이하의 경우는 오일의 순환이 불
충분하므로 필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 급격한 경사지에서 시동을 할 경우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기어는 중
립이외의 위치(도복, 표준)에서 시동
을 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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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의 운전

6-

노상 주행방법
정지방법

B55O603a

B55O604b

(1) 메인 스위치

(1) 주변속 레버
(3) 탈곡클러치 레버

4. 메인 스위치를 운전상태에서 혼 스위치
를 눌러서 주위 사람에게 시동신호를
보내고 안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작업중이나 종료후 시동을 끌 때에도
시동시와 같이 2~3분간 난기운전(공회
전)을 행하여 주십시오.

5. 시동키를 넣어 "시동" 위치로 돌립니다.

2. 예취클러치 레버, 탈곡클러치 레버를
"멈춤" 으로 하고 메인 스위치를 "정지"
로 돌린 다음 키를 뺍니다. (메인 스위치
를 "정지" 로만 해도 엔진은 정지됩니다)

6. 엔진이 시동되면 키에서 손을 떼십시오.
7. 터보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필히,
시동후 2~3분 동안 난기운전(공회전)을
행하고 작업에 임하여 주십시오. (지키
지 않을 시 엔진수명을 단축시키는 원
인이 됩니다)

B55O605a

(2) 부변속 레버
(4) 예취클러치 레버

6
주

의

• 고속주행시의 급선회는 위험하므로
선회전에 필히 감속 후 천천히 파워
스티어링 레버를 조작하여 주십시오.

• 논두렁을 넘을 때는 저속으로 논두렁
과 직각으로 진입하여 주십시오.

• 10cm이상의 논두렁 또는 콘크리트
두렁은 반드시 발판을 사용하여 주십
시오.

• 탱크 고정핀으로 탱크를 확실히 고정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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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언로더는 언로더 걸이에 확실히 수납
고정하여 주십시오.

• 건널목을 건널 경우는 필히 일단정지
하여 열차통과의 유무를 확인한 후
신속히 건너주십시오.

• 주행시 또는 승하차시 기대는 필히
하강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B61O606a

(1) 디바이더 커버

1. 디바이더 커버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B61O607a

(1) 탱크 고정 볼트

2. 탱크 고정볼트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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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608a

(1) 언로더
(3) 언로더 지지대

(2) 밴드

3. 언로더를 언로더 지지대에 수납 고정하
여 주십시오.

B55O609a

(1) 좌분할봉
(A) 접어 올린다

(2) 좌측발판
(B) 밀어 넣는다

4. 좌측발판을 밀어넣고 좌분할봉을 접어
올리 십시오.

6-

B55O610a

(1) 파워스티어링 레버
(A) 올린다

(2) 잠금판
(B) 고정

5. 방향지시기, 혼, 헤드램프 등이 확실히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6

6. 예취, 탈곡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로
하고 주변속 레버를 "정지" 로 한 다음
엔진을 "시동" 걸어 주십시오. 엔진 회
전수는 2,000rpm 이상으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변속 레버를 "정지" 로 하
지 않으면 엔진은 시동되지 않습니다)
7. 파워스티어링 레버로 예취부를 올리고
고정시킵니다.
8. 방향변환을 할 때는 파워스티어링 레버
를 가볍게 좌/우로 젖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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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SM 72G / 72G-C

주

의

• 자갈길에서의 급회전은 크롤러에 돌
등의 이물질 침투에 인한 고장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자갈길에서의 급회
전은 피하여 주십시오.

• 부변속 레버의 절환은 주변속 레버를
"정지" 로 하고 주행을 일단 멈춘 다
음 작동하여 주십시오.

B55O611a

(1) 주차브레이크 레버
(3) 스톱퍼

(2) 주차브레이크 페달
(A) 해제

9.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고정을 해
제하여 주십시오.

• 주행시는 엔진 회전수를 2,000rpm
이상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예취부는 장시간 올려 놓으면 하강하
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B55O612a

(1) 주변속 레버

(2) 부변속 레버

10. 부변속 레버로 속도를 선택하여 주십
시오.

• 그레인 탱크내의 곡물은 비운 후 이

11. 주변속 레버를 서서히 전진쪽으로 밀
면 "전진" 하므로 적당한 속도로 주행
하여 주십시오.

• 수평제어 사용시 하한모드에서 이동

주변속 레버의 손잡이를 당기면서 후
진쪽으로 젖히면 후진합니다.

주

의

동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 상한모드로 이동시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므로 선회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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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방법
정차방법

주차방법

주

의

• 비탈길에서 주차할 때에는 나무토막
등의 고임목을 고여 굴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1. 주변속 레버를 "정지" 로 하여 주십시오.
2. 부변속 레버를 "중립" 으로 하여 주십시오.
3. 주차브레이크를 "고정" 으로 하여 주십
시오.
4. 엔진을 정지하고 키를 빼십시오.
주차브레이크는 아래와 같이 조작하여 주
십시오.

B55O613a

(1) 주차브레이크 레버
(3) 스톱퍼
(A) 밟는다

(2) 주차브레이크 페달
(B) 고정

주

의

• 콤바인을 세울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

1. 고정시에는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강하
게 밟으면서 주차브레이크 레버로 주차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하여 주십시오.
2. 해제시에는 주차브레이크 페달을 강하
게 밟으면 고정이 해제됩니다.

6

한 곳에 세워 예취부를 내리고 엔진
을 정지시킨 후 주차브레이크를 고정
시켜 주십시오.

• 주차브레이크 페달은 주행중 및 트럭
에 싣고 내리는 중에는 절대 밟지 마
십시오. 혹시 조작하게 되면 기체가
좌/우로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급정지를 요하는 경우는 주변
속 레버를 "정지" 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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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에 싣고 내리기

주

의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콤바인 주변
에는 사람을 접근시키지 마십시오.

• 기대 상하차시 클러치 페달을 절대
밟지 마십시오. 기대가 급강하하여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B55O615a

B55O614a

(A) 적재대 높이의 4배 이상

주

(B) 적재대의 높이

의

• 디딤발판은 충분한 강도, 폭(바퀴 1.2

배 이상), 길이(높이의 4배 이상)의 미
끄럼 방지가 된 것을 사용하고 콤바
인의 중량으로 발판이 휘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주

의

• 발판의 걸고리는 운반차의 바닥과 단
차이가 없도록 또 어긋나지 않게 확
실히 걸쳐 주십시오.

• 파워스티어링 레버의 좌/우 조작을
발판 위에서는 행하지 마십시오. 만
일 행할 경우 갑자기 방향전환하여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방향을 바꿀 때에는 일단 지상 및 적
재대로 되돌아와서 방향을 교정하여
다시 싣고 내리기를 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6.ind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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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판위에서 파워스티어링 레버를 조작
할 필요가 없도록 발판의 중앙에 좌/우
의 바퀴를 잘 맞추어 놓고 싣고 내리기
를 하여 주십시오.

B55O616a

B55O617a

(1) 좌분할봉

주

의

• 평탄한 지역을 택해서 가능한한 조수
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또 콤바인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가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2) 커터 포기반송 커버

1. 좌분할봉과 커터의 포기 반송커버를 접
어 올리십시오.

6

2. 보조발판을 접어 올리십시오.
3. 예취부를 완전히 올리십시오.
4. 차체수평제어는 수평조작 레버로 최하
한 위치로 낮추어 주십시오.
5. 엔진 회전수를 2,000rpm이상으로 하
고 부변속 레버를 "도복" 으로 하며, 주
변속 레버를 천천히 조작하여 저속으로
조작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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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618a

(A) 갑자기 내려간다

B61O619a

(1) 로우프 걸고리(앞 2개)
(2) 로우프 걸고리(뒤 2개)

주

의

• 기체가 볼록한 부분을 넘을 때는 갑
자기 자세가 변하므로 충분히 주의하
여 주십시오.

주

의

• 자동차나 트레일러에 싣고 달릴 때에
는 로우프를 걸어 주십시오. 로우프
는 프레임의 로우프 걸고리에 걸어
주십시오. (기대 전/후 4개소) 또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고정하여 주십시오.

• 운송시 커버류 등이 바람에 날려 이
탈 및 파손될 수 있으므로 로우프 등
으로 커버류를 고정하여 주십시오.

• 언로더의 고정용 밴드를 채워 이동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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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작업이 될 수 있는 작물과 포장조건
작물조건

B55O702a

B55O701a

(1) 이삭
(A) 도복각

1. 작물의 길이(A) 55~130cm

주

의

• 작물과 포장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콤

B55O703a

(B) 입모각

2. 작물의 쓰러짐
바깥쪽으로 쓰러짐 85℃ 이하

3. 작물의 수분량 말라있을 것
(손으로 만져서 젖지 않은 상태)

안쪽으로 쓰러짐 70℃ 이하

바인작업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선 작물과 포장조건을 확인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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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작업전의 준비
포장조건

포장의 논머리 베어내기

B55O704a

1. 포장상태(A) 발빠짐 15cm 이내

주

의

• 포장내에 잡초가 많으면 예취작업을

B55O705a

2. 기체의 경사도가 5˚ 이상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B55O706a

능률적인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콤
바인을 포장에 넣기 전에 그림과 같이 4구
석(선회가능범위)을 낫으로 베어 냅니다.

7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내
의 제초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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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각부의 준비
탱크점검

좌분할봉

B55O707b

(1) 언로더

(2) 언로더 지지대

1. 언로더는 언로더 지지대에 확실히 수납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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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O710a

b61o709b

(1) 곡물배출/정지 스위치
(A) 누름

(1) 분할봉
(A) 연다

3. 탱크 구동벨트가 풀려져 있지 않은지,
탱크 고정볼트가 체결되어 있는지, 탱
크개방 레버는 잠겨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분할봉을 내립니다. (엽니다)

2012-11-21 오후 6:26:40

수확 작업방법

짚배출 처리장치와 풍구조절의 선택

덧판

카터포기 반송커버

B55O712a

B61O711b

(1) 짚작업 절환레버
(3) 곡물배출 스위치
(A) 드롭퍼

(2) 풍구조절 레버

(1) 덧판

(2) 나비볼트

B55O713a

(1) 카터포기 반송커버

(A) 연다

(B) 커터

커터작업(짚배출 절단), 드롭퍼작업, 풍구
조절작업을 절환레버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나비볼트로 양쪽 옆 덧판을 고정하여 주
십시오.

주

•

DSM70G_ko_07.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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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터, 드롭퍼 작업시에도 덧판을 열
어 놓아 주십시오.

카터포기 반송커버를 엽니다.

주

7

의

분할봉, 카터포기 반송커버를 열지 않
으면 반송작물의 막힘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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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작업
접이식 발판

중

요

• 콤바인 주위에 사람을 가까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 엔진을 시동하거나 각 클러치를 넣을
때는 경적, 기타 방법으로 보조자나
주위 사람에게 신호하여 콤바인 주변
의 안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B61O754a

(1) 접이식 발판

• 엔진회전중에는 콤바인의 회전부에
손이나 몸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점검하여 주십시오.

작업시 발판을 접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 외장부품(안전커버 등)을 떼어내고
작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중

요

• 기체가 볼록부분을 넘을 때는 중심위

치가 변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세
가 갑자기 변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콤바인을 정지할 때는 짚 부스러기위
에는 세우지 마십시오. 소음기에 짚
부스러기가 닿으면 화재의 우려가 있
습니다.

• 엔진, 소음기, 탈곡기의 벨트커버내,
배터리에 짚 부스러기가 쌓여 있으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점검하
며 제거하여 주십시오. 또한 점검시에
는 필히 엔진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고 회전하는 후방에 하천(용수
로)이나 언덕이 있을 경우는 전복되
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 논두렁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바퀴
를 논두렁에 올리거나 급선회 등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바퀴가 빠지거
나 절손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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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작업방법

작업중 주의사항

예취부의 조작방법
예취높이 조절

7-

끌어올림 변속의 선정

1. 탈곡클러치는 엔진회전이 저속일 때는
절대 조작하지 마십시오. 탈곡기의 막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 작은 포장이나 포장구석에서는 작업하
기 어려우므로 안전을 위해 저속으로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3. 카터와 드롭퍼의 절환은 탈곡부를 정지
시키고 행하여 주십시오.
4. 작업중 엔진둘레의 방진커버에 먼지가
많아지면 그때마다 청소하여 주십시오.
방진망 전면에 먼지가 부착된 채 작업
을 계속하면 엔진과열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B55O715b

(1) 끌어올림 변속레버
(A) 고속
(B) 저속

(1) 파워스티어링 레버
(A) 올린다
(B) 내린다

(C) 약 2cm

1. 파워스티어링 레버로 분할기 끝이 지면
에 붙지 않도록 조금 들어 주십시오.
2. 평상시에는 지면과 분할기 사이가 약
2cm가 되도록 예취멈춤볼트로 고정하
여 주십시오.
3. 키가 큰 작물, 잡초가 있는 경우에는 높
게 예취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7.indd 7

(C) 표준

B61O714a

작물, 작업조건에 따라 끌어올림 변속레
버와 부변속 레버를 다음의 표와 같이 선
정하여 주십시오.
작물상태

변속위치
부변속 끌어올림
위치 변속위치

도복

탈립성

직립

탈립이 어려운
품종의 경우
탈립이 쉬운
품종의 경우

표준

-

도복

도복각도 45˚
이상의 경우

7

고속
저속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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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SM 72G / 72G-C

예취 칼날 상하조정

끌어올림 갈퀴높이 조절

B61O716a

(1) 예취 칼날

(1) 끌어올림 커버

예취 칼날의 취부위치를 낮게할 수 있으
므로 예취높이를 낮게하고 싶을 경우 조
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습한 논이나 고랑이 있는 곳에서는 예
취 칼날에 먼지나 흙이 끼이기 때문에
표준위치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7.indd 8

B61O718a

(2) 볼트

1. 볼트를 풀어 끌어올림 커버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2. 슬라이드 레일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조립할 때에는 끌어 올림 커버를 칼
퀴와 체인의 홈에 정확이 맞춘 다음
볼트를 조이고 정확한 조립을 확인하
기 위해서 예취부를 천천히 돌려 정
상작동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끌어올림 칼퀴 및 예취부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B55O717a

(1) 슬라이드 레일
(A) 상승

(B) 하강

3. 탈립이 쉬운 품종을 예취할 때는 끌어
올림 갈퀴높이를 작물 이삭부 하측이
되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4단계로 조
절됩니다.
4. 키가 큰 작물이 도복되어 있을 때는 끌
어올림 갈퀴높이를 위로 조정하여 주십
시오.

2012-11-21 오후 6:26:43

수확 작업방법

분할기 조정법

좌/우 조절방법

B61O719a

(1) 분할기(우)
(A) 넓게

7-

갈퀴안내(우)

B55O720a

B55O721B

(1) 갈퀴안내(우) (표준위치)

(2) 너트

(B) 좁게

각 분할기는 높이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1. 분할기 우는 "A" 위치가 표준입니다.
2. 조간 간격이 넓은 포장에서의 증분할
작업을 할 때는 "B" 위치에 고정시켜 주
십시오.

탈립이 쉬운 벼에서 탈립을 줄이고자 할
때 조정하여 주십시오.

7

위의 그림과 같이 갈퀴안내(우)의 아래쪽
너트(2개)를 풀고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서 너트를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탈곡 공급의 흐트러짐이 많을 때는
표준위치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7.ind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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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부의 조작방법
탈곡부의 회전수

주

의

• 엔진 회전수는 탈곡클러치를 작동시
켜 주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맞춰 주
십시오.

B55O722c

(1) 조속 다이얼

1. 엔진을 시동시키고 조속 다이얼을 "토
끼그림" 측으로 돌리십시오.
2. 탈곡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고 탈
곡부를 회전시켜 주십시오.

B55O723b

(1) 탈곡클러치 레버

(2) 녹색선

3. 탈곡클러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조속
다이얼을 조절하여 녹색선상(화살표 위
치)까지 맞추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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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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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구풍력 조절방법
처리조절방법
2. 배진 손실 및 선별상태 불량이 많을 경
우에는 "닫힘" 방향으로 조절해야 하며
작업상태를 보고 위와 같이 조절하여
주십시오.

B55O724a

(1) 처리조절 레버
(A) 닫힘
(B) 표준

(C) 열림

작업상태를 보고 아래와 같이 조절하여 주
십시오.
작업상태

조절방법

도복된 작물을 예취할 때
탈곡통 부하가 클 때

열림

통상작업

표준

곡물이 비산될 때
끊긴 이삭이 많을 때

닫힘

1. 도복된 작물을 예취할 경우나 탈곡등
부하가 클 경우에는 "열림" 방향으로 조
절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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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728c

(1) 풍구조절 레버
(A) 강

(B) 약

조절방법은 "작물조건에 대한 표준탈곡조
절의 위치 및 범위" 의 항을 참조하여 주십
시오.

7

1. 탈곡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여 주
십시오.
2. 풍구를 "강" 에서 "약" 까지 4단계로 풍
구의 풍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탈곡클러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조속
다이얼을 조절하여 녹색선 상한까지 맞
추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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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구풍력 조절

채프조절 방식
작업상태

조절방법

표준위치

홈 두번째

곡물 비산이 많다.

레버를 홈 상단

끊긴 이삭이 많다.

레버를 밑으로

레버위치

사용조건

약
레버위치

약

손실이 많을때, 작물의 작황이 나쁠때
작업속도가 느릴때

표준

B55O725a

표준
강

강

주

일반적인 작업조건일때
작업속도가 빠를때, 도복작물 작업시

의

• 레버위치를 변경할 때는 탈곡부가 회전중일 때 행하여 주십시오.
• 풍구조절 레버는 탈곡클러치 "작동" 상태에서 조작하여 주십시오. 탈곡기가 정지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조작하지 마십시오.

(1) 채프조절 레버
(A) 손탈곡(열림)
(C) 벼

(B) 보리
(D) 닫힘

채프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 호퍼와 커터
사이에 있는 채프조절박스의 레버로 조절
하여 주십시오.
1. 선별이 나쁘거나 지경이 많을 때는 채프조
절 레버를 "B" 의 방향으로 하여 주십시오.
2. 손실이 많거나 손상립이 많을 때는 채프조
절 레버를 "A" 의 방향으로 하여 주십시오.

주

•

DSM70G_ko_07.indd 12

의

채프를 조절할 때는 탈곡부를 약 30
초간 공회전후 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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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작업방법

손탈곡시 레일대 고정요령

(1) 레일걸이
(A) 손 탈곡시

주행부의 조작방법
작업기부분의 회전

시브케이스 조절방법

B55O727a

B55O726a

(1) 시브케이스

1. (좌)사이드 덮개를 풀고 1번나선 청소
구를 열어주십시오.
2. 조절창을 엽니다.
3. 시브의 취부볼트(4개)를 풀고 시브케이
스 보조를 아래표에 따라 조절하여 주
십시오.
작업상태

B55O729c

(1) 탈곡클러치 레버
(A) 작동

(B) 일반작업시

손탈곡시는 레일대를 상기 그림과 같이
걸어서 작업하여 주십시오.

7- 13

(2) 예취클러치 레버

1. 탈곡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여 주
십시오: 탈곡기와 카터부가 회전합니다.

7

2. 예취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고 주
변속 레버를 "전진" 측으로 하여 주십시
오: 예취부가 회전합니다.

조절방법

표준위치

기체 뒤쪽으로

곡물 비산이 많다.
끊긴 이삭이 많다.

기체 앞쪽으로

4. 조절 종료 후에는 상기 내용의 역순으
로 ③→②→①로 조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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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취부 줄 맞추는 방법
평상시 돌려벨 때

주행속도의 조정

주

의

• 부변속 레버의 "주행(고속)" 위치에
서의 예취작업은 고장의 원인이 되므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주행에서의 탈곡 및 예취작업은 작동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작물상태에 따른 방향작동
B55O730b

(1) 주변속 레버

(2) 부변속 레버

1. 작물 포장 등의 조건에 따라 부변속 레
버의 위치, 끌어올림 변속레버 위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작물에 맞추어 깨끗하게 예취하기 위하여
파워스티어링 레버 앞의 미세조정 레버(버
튼)를 조작하여 줄맞춤을 합니다.

B55O731a

(1) 좌분할기
(3) 베어낸 포기

(2) 우분할기

우측분할기를 벤 포기에 맞춥니다.

2. 주변속 레버를 조작하여 전진, 후진의
속도를 조정하여 최적의 속도에서 작업
하여 주십시오.
3. 시동을 OFF한 상태에서 주변속 레버를
전/후진 방향으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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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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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내에서의 선회방법
중간을 갈라벨 때

B55O732a

(1) 우분할기

B55O733a

B55O734a

(2) 좌분할기

1. 우분할기 기준으로 예취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줄을 맞출 때는 파워스티어링 레버의
미세 방향조정 버튼을 조금씩 조작하
여 주십시오.

1. 베기가 끝나면 전진하면서 예취부를 조
금씩 올립니다.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2. 파워스티어링 레버를 좌로 완전히 젖혀
45˚ 정도 선회하여 정지하여 주십시오.

3. 주변속 레버를 "후진" 방향으로 조작,
후진하면서 파워스티어링 레버를 오른
쪽으로 완전히 젖힌 다음에 예취할 방
향에 정확히 맞춥니다.

7

4. 예취부를 내리고 전진하여 주십시오.

주

의

• 회행할 때는 반드시 예취부를 올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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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취 작업방법
일반적인 포장

장방형 포장

B55O735a

(1) 논두렁
(3) 좌회전으로 예취

(2) 논머리 베기

1. 논두렁에서 3~4조를 좌회전으로 예취
하여 주십시오.

B55O736a

(1) 논머리 베기

B55O737a

(2) 논두렁

2. 회전 예취시의 모서리부를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주

의

양끝을 선회할 범위만 벤 다음 길이 방향
으로 중분할하여 작업하여 주십시오. 능
률이 오릅니다.

• 2, 3의 예취로 선회가 어려운 습전에
서는 3~4회 더 예취하여 주십시오.

• 논두렁부분의 예취시 분할기가 논두렁
등에 부딛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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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작업방법

예취작업중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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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머리 벤 벼의 탈곡방법

넓은 포장

B55O738a

B55O739a

(1) 곡물램프

중간 나누어 베기로 분할한 후에 각 부분
을 장방형 포장과 같은 요령으로 베어주
십시오.

주

의

• 선회중에도 엔진회전을 낮추지 마십
시오. 선별이 나빠지거나 막힘의 원
인이 됩니다.

B55O740c

(1) 주변속 레버
(3) 탈곡클러치 레버
(A) 작동

주

의

• 포장이 습전일 때는 1회전마다 곡립
을 배출하는 등 주의하여 주십시오.

• 탱크에 곡물이 가득차면 점검용이기
의 "곡물" 램프가 점멸되고 경보기가
단속으로 울립니다. 이 때는 바로 예
취작업을 중단하고 곡물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부변속 레버
(4) 예취클러치 레버

1. 주변속 레버를 "정지" 위치로 하여 주십
시오.

7

2. 부변속 레버를 "중립" 위치로 하여 주십
시오.
3. 예취부를 완전히 내립니다.
4. 엔진을 시동시키고 탈곡클러치 레버를
"작동" 에 놓고 엔진 회전수를 계기의
녹색선에 맞춥니다.

• 경보가 울려도 예취를 계속하면 곡물
이 넘치거나 막힘이 발생하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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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립배출 방법

주

의

• 일정장소에서 다량으로 탈곡하는 경
우, 커터나 드롭터 밑에 짚이 누적되
어 절단기 등이 막히는 일이 있으므
로 기체를 이동하여 누적된 짚을 제
거하고 작업하여 주십시오.

• 절단짚이 카터기 배출구에 막혔을 경
B55O741a

(1) 절단짚

우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 주십
시오.

B55O742C

(1) 탈곡클러치 레버
(A) 멈춤

주

의

• 콤바인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면 위
험합니다.

• 체인이나 동력 전달부에 신체나 옷등

1. 그레인 탱크가 가득차서 경보부저가 단
속적으로 울면 즉시 예취작업을 중지하
고 20~30초가 지난 후에 탈곡클러치 레
버를 "멈춤" 으로 하여 소정의 배출장소
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논머리 베기 한 벼의 탈곡시 한번에
많은 양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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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745a

B61o744b

(1) 회전계

(1) 언로더 레버

(1) 언로더
(A) 회동

(2) 언로더 지지

2. 배출은 예취작업시의 회전대로 하여 주
십시오. 손상을 입기 쉬운 품종일 때는
엔진 회전을 2,000회전/분 정도까지 내
려 주십시오.

3. 언로더의 상하, 선회는 언로더 레버 하
나로 조작 가능합니다. 조작방법은 상
기 그림대로입니다.

4. 언로더를 언로더 지지에서 올린 후, 우
선회 및 좌선회시켜 배출위치까지 돌려
주십시오.

주

7

의

• 회동시, 언로더와 탱크가 접근하기
때문에 최상의 위치까지 올린 후 회
동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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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작업시의 주의사항

언로더가 막혔을 경우

B55O747a

B61O746B

(1) 턴버클

(1) 곡물배출/정지 스위치

5. 배출/정지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램프
점등) 곡물이 배출됩니다. 다시한번 누
르면(램프점멸) 배출이 정지됩니다.
6. 배출이 끝나면 배출/정지 스위치를 누
르고(램프점멸) 언로더를 최상위치까
지 올린 다음 회동시켜서 언로더 지지
에 확실히 수납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7.indd 20

B61O748a

1. 언로더의 토출구가 막히지않게 하여 주
십시오.
2. 언로더에는 절대 물건을 매달지 말아
주십시오.

주

의

• 언로더가 완전히 수납된 후 기체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언로더가 완전히
수납되기 전에 이동하면 언로더 자동
수납장치의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2) 텐션 스프링

1. 곡물배출 스위치를 작동하여 주십시오.
2. 벨트의 구동 부족에 의해 탱크내에 볍
씨가 가득 막혀있을 경우는 하기의 요
령대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 엔진룸을 개방해서 턴버클로 텐션 스
프링을 팽팽하게 하여 주십시오.
- 엔진룸을 수납하고 탱크클러치 레버
를 "연결" 로 하여 곡립을 배출하여
주십시오.

2012-11-21 오후 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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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립배출량의 조절
3. 엔진 회전수가 낮을 경우 배출되지 않
고 막힐 수 있으므로 엔진 회전수를 높
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곡립의 흐름이 나쁘고 배출시간이 5분
이상 걸릴 때는 볼트(조정판)를 올려 주
십시오.

손상이 많을 경우

3. 손상을 입기 쉬운 품종의 경우는 볼트
(조정판)를 내려 주십시오.

엔진회전을 2,000회전/분 정도까지 내리
던지 배출량 조정판을 낮추어 주십시오.

B55O749a

(1) 취부볼트(전/후 각2개소)
(A) 많게 된다(출하위치)
(C) 표준

주

(B) 적게 된다

의

• 필히 엔진을 정지한 후 행하여 주십

7

시오.

탱크 전/후, 양측면의 배출량 조정판의 취
부볼트를 풀고 상하로 이동시킴에 따라
배출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탱크를 개방
할 때" 의 항을 참조하여 탱크를 개방하여
작업하여 주십시오.
1. 표준은 긴구멍 중앙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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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작업과 드롭퍼작업의 변환방법
변환방법

B61O755a

(1) 탱크 텐션암 3
(A) 누름

(2) 회전힌지

방진커버를 열고 그림과 같이 탱크 텐션
암 3의 회전힌지에 걸고 아래로 누르면 텐
션이 가해지게 됩니다.

B61O756a

B55O750a

(1) 탱크 텐션암 3

(1) 카터포기커버
(A) 연다

곡물배출시 전기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배
출 스위치로 곡물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운전석 좌측 언로더 지지대에 부착되어
있는 탱크 텐션암 3을 이용하여 곡물을 배
출하여 주십시오.

1. 우선 상부 덮개의 카터포기커버를 열고
작업위치에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탱크 텐션암 3을 수동배출시 탱크풀
리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
여 주십시오.

DSM70G_ko_07.indd 22

2012-11-21 오후 6:26:57

수확 작업방법

카터작업시

(1) 상부 덮개 2

2. 상부 덮개 2를 엽니다.

드롭퍼 작업시

B55O752a

B55O751a

(1) 짚배출 체인2

1. 절환레버를 "카터" 에 절환 하여 주십시오.
2. 짚배출 레일이 그림과 같이 되도록 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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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O753a

(1) 짚배출 절환레버
(A) 카터

(B) 드롭퍼

1. 절환레버를 드롭퍼에 절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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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일람표
1. 정기점검은 아래표의 시간마다(○표) 정비하여 주십시오.
2. 정기점검 일람표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때는 그 때마다 정비하여 주십시오.
3. 하기의 항목에 대하여 처리를 했다면 ○표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주

의

• 벨트류는 균열 또는 손상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교환하여 주십시오
•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수한 공구를 사용할 때는 대리점 또는 당사 영업소나 서비스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각부조절, 점검, 교환을 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하여주십시오.
작동시간

시기
항 목
라디에이터
오일쿨러의 청소

작동년수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2년

점검 ○

50시간마다

점검 ○

50시간마다

엔진오일
교환
엔 엔진 오일필터
진
회 라디에이터 냉각수
전
부
연료필터
배터리, 와이어 배선

100시간마다

○

교환

○

○

교환

○

교환

○

교환

8

2년마다
400시간마다
50시간마다

점검 ○
점검

200시간마다
50시간마다

점검 ○

100시간마다

○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DSM70G_ko_08.indd 3

구입일로부터

○

300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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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간

시기
항 목
팬 벨트
(3pk565)
팬 구동벨트
(3pk1150)

작동년수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점검

2년

100시간마다

○

교환

500시간마다

○

50시간마다

점검 ○
교환

500시간마다

○

점검

200시간마다

○

시간 케이블
엔
진
회 악셀레이터 와이어
전
부
연료 파이프

교환
교환
점검

800시간마다

○

100시간마다

○
○

○

○

○

라디에이터 호스

200시간마다

○

유압호스
교환
주
변속기 오일
행
유압오일
부

DSM70G_ko_08.indd 4

○

500시간마다
50시간마다

점검 ○
교환

200시간마다
2년마다

교환
점검

150시간마다
2년마다

교환
점검

구입일로부터

○

300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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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작동시간

시기
항 목
HST 오일필터
유압 오일필터
주차브레이크 와이어

주차브레이크 슈

교환 ○

미션 구동벨트
주
행 캠 클러치
부 (예취구동 풀리)
크롤러,
크롤러 안내

300시간마다

○

350시간마다

○

500시간마다

○

50시간마다

점검
교환
점검

100시간마다

○

500시간마다

○

교환

교환

5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구입일로부터

50시간마다

교환
교환

2년

300시간마다

○

점검

구동 롤러

파워브레이크 와이어

작동년수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교환 ○

600시간마다

○

100시간마다

○

800시간마다

○

트랙롤러,
아이들롤러,
가동롤러,
볼베어링 및 시일

교환

○

800시간마다

플로팅 시일

교환

○

800시간마다

차축, 차축 카버,
오일시일

교환

8

1000시간마다

○

스윙암 보스부 그리스 점검

○

1년마다

트랙터 롤러부의 오일 점검

○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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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SM 72G / 72G-C

작동시간

시기
항 목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교환
점검

○

교환

우포기 체인
예 우이삭 체인
취
부 좌포기 체인
좌이삭 체인

○

○

점검

점검

100시간마다

○
○

점검

○

끌어올림 체인
끌어올림 갈퀴

DSM70G_ko_08.indd 6

점검
교환

4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공급깊이 체인
교환

4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포기공급 체인
교환

500시간마다

300시간마다

○

교환

5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교환

5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구입일로부터

100시간마다

○

예취 구동벨트
점검

2년

50시간마다

점검 ○
오토클러치 와이어

피드벨트
(반송벨트)

작동년수

○

4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

400시간마다

2012-11-21 오후 6:24:18

정비점검

작동시간

시기
항 목
예취 칼날
예취 칼날크랭크핀 롤
러, 베어링, 베어링잡
이, 오일시일
좌포기 체인의
롤러 볼베어링 아이들
스프로켓
좌이삭 체인의
롤러 볼베어링 아이들
스프로켓
우포기 체인의
예
롤러 볼베어링
취
우이삭 체인롤러,
부
볼베어링,
아이들 스프로켓
포기공급 체인의
롤러 베어링,
텐션스프로켓의 볼베
어링
끌어올림 65롤러의
볼베어링
공급깊이 텐션롤러의
볼베어링

작동년수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점검
교환

2년

구입일로부터
100시간마다

○

200시간마다

○

교환

○

500시간마다

교환

○

500시간마다

교환

○

500시간마다

교환

○

500시간마다

교환

○

500시간마다

교환

○

500시간마다

교환

○

500시간마다

교환

○

500시간마다

포기센서

교환

○

500시간마다

이삭센서

교환

○

500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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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SM 72G / 72G-C

작동시간

시기
항 목

작동년수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2년

구입일로부터

교환

○

800시간마다

좌포기레일, 중간포기
레일, 공급 프레임 안
교환
내, 공급 안내, 포기늘
어짐

○

800시간마다

공급깊이 체인 늘어짐 점검

○

800시간마다

패커

○

1000시간마다

교환

○

1000시간마다

교환

○

1000시간마다

교환

○

1000시간마다

교환

○

1000시간마다

공급깊이 프레임 안내 교환
우이삭 커버,
우이삭 프레임
우포기 안내판,
좌이삭 프레임
예 끌어올림 풀림
취 끌어올림 커버
부 끌어올림 스프로켓
슬라이드 레일,
쿠션고무
각기어 케이스의
그리스
탈곡 구동벨트

각 구동벨트

공급체인

DSM70G_ko_08.indd 8

점검

분해시

교환
점검

○

교환

5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100시간마다

○

○

5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

500시간마다

2012-11-21 오후 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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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간

시기
항 목
공급체인,
텐션롤러
아이들 스프로켓,
볼베어링

작동년수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점검

2년

구입일로부터
1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

5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짚배출 포기체인
교환

○

5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짚배출 포기체인
텐션 볼베어링

점검
교환

○

500시간마다

짚배출 체인 늘어짐

교환

○

500시간마다

탈
짚배출 이삭체인
곡
부

점검

○

1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

교환

짚절단 칼

교환

급치

교환
점검

○

DSM70G_ko_08.indd 9

500시간마다
150시간마다

○

8

200시간마다

○

300시간마다

○

200시간마다

○

수망
정면시일관계

5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

짚배출 이삭롤러
짚배출 이삭반송 갈퀴 교환

8-

교환

○

400시간마다

교환

○

400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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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간

시기
항 목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종스크류

교환

1번스크류

교환

2번처리날
(날개, 고정날)
2번 가로, 세로나선
토출 케이스 라이너

작동년수

○

교환

○

탈
곡 공급체인 레일
부

○

점검

1000시간마다
500시간마다

○

채프 조작 와이어
교환

1000시간마다
500시간마다

○

점검

구입일로부터
400시간마다

○

교환

2년

1000시간마다
500시간마다

○

교환

○

1000시간마다

레일대 조합

교환

○

1000시간마다

훑개원판(좌)

교환

○

1000시간마다

레일대부시 주유

점검

풍구 풀리의 그리스

점검

체인구동 케이스의
오일
각 기어케이스의
그리스

-

분해시

-

분해시

카
터 카터 구동벨트
부

DSM70G_ko_08.indd 10

점검
교환

○

500시간마다
200시간마다

○

100시간마다

○
○

400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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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작동시간

시기
항 목
확산 구동벨트

카 짚배출 절환 와이어
터
부 공급축과
절단축의 너트체결
커터날(절단날)

탱크클러치 로드
그
레 탱크클러치 로드
인
탱 각 언로더 나선축
크
탱크나선 날개
G
언로더 연결케이스
/
언로더 케이스 3의
T
그리스
부
언로더 케이스 1, 2, 3
의 그리스
탱크 구동케이스의
그리스

작동년수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년
점검

100시간마다

○

교환

200시간마다

○

교환

600시간마다

○

1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4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500시간마다

○

점검

구입일로부터

300시간마다

○

점검

2년

100시간마다

○

교환
점검

400시간마다

○

100시간마다

○

400시간마다

○

교환

○

1000시간마다

교환

○

1000시간마다

점검

8- 11

○

8

1년마다

-

분해시

-

분해시

※ 상기 주요 규격의 수치는 작물의 조건 또는 논밭의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규격의 개선 또는 변경에 대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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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 DSM 72G / 72G-C
점검/급유(수) 일람표
○: 점검, △: 교환
작동시간

시 기
항 목

작업전
연료

○

냉각수

○

엔진오일

○

에어클리너 엘리멘트

○

5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

△

비고

동절기 정지시는 배출 또는 부동액(50%)를 넣음

엔진부
△

△

△

△

△

△

△

△

트랜스미션 케이스오일

△

△

△

△

오일탱크내의 오일(HST)

△

△

△

△

주행부
예취 캠클러치의 그리스
축전지 액
집중주유부오일
예취부

각 기어케이스의 그리스

분해시 급유
작업전/후 점검 및 보급
없어지기전에 급유
분해시 보급

각 체인 및 칼날조합부

20시간마다 적량급유

체인 구동케이스오일

분해시에 보급

각 기어케이스의 그리스

분해시에 보급

각 체인부
탈곡부
공급체인 레일부

20시간마다 도포

짚배출 체인
풍구풀리 그리스

DSM70G_ko_08.indd 12

20시간마다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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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간

시 기
항 목

작업전
회동부

8- 13

5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비고

200시간마다 주유

언로더 케이스 1

분해시 보급

언로더부 언로더 케이스 2

분해시 보급

언로더 케이스 3

분해시 보급

탱크 구동 케이스

분해시 보급

8

DSM70G_ko_08.indd 13

2012-11-21 오후 6:24:19

8- 14 DSM 72G / 72G-C
규격오일 및 용량
항 목

규 격

용 량(L)

디젤엔진 연료(경유)

67

라디에이터

-

8.1

보조 물탱크

-

1.0

SAE 15W/40

9.7

Daedong : utf55 또는
Shell
: Donax-TD,
Exxonmobil : Mobilﬂuid 424
Exxon Hydraul 560
BP
: Tractran UTH

11.5

기어오일#90 또는 #80 또는 대동 TF65

22

예취부

규격 그리스

적당량

탈곡부

규격 그리스

적당량

연료
냉각수(부동액)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오일탱크의 오일(HST)
그리스

DSM70G_ko_08.ind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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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8- 15

각부 개폐방법
엔진룸의 개방

탈곡통의 개방

1. 예취부의 탈착, 엔진덮개 완전 개방, 탈
곡통 개방, 카터기 개방이 용이하여 기
계 내부의 점검정비가 편리합니다.
2. 각부 개폐시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후 행하여 주십시오.

B55O803a

1. 레일에 볏짚이 막혔거나 탈곡통내에 지
푸라기가 막혔을 때 탈곡통을 개방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B61O802a

B55O801a

(1) 의자

(2) 고정고리

1. 의자 프레임의 고정고리를 푸십시오.

DSM70G_ko_08.indd 15

(1) 고정레버
(A) 누른다

(2) 엔진룸
(B) 젖힌다

2. 고정레버의 손잡이를 누르면서 엔진덮개
를 바깥쪽으로 젖히면서 개방하여 주십시
오. 엔진룸은 안전을 위해 40˚개방에서 정
지하여 주십시오.

탈곡통 개방레버를 쉽게 작동할 수 없
을 경우 보조레버(언로더 지지대 뒷측
에 있음)를 이용하여 개방하여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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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곡통 수망을 탈착할 때도 탈곡통을
개방한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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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 DSM 72G / 72G-C

개방방법

주

고정방법
1. 개방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탈곡통을 아
래로 세게 닫습니다.

의

예취작업이나 주행시에는

2. 고정핸들이 "닫힘" 의 위치에 있음을 확
인하여 주십시오.

• 탈곡통을 반드시 닫아 주십시오.
• 탈곡통을 완전 개방할 때에는 반드시

3. 고정핸들이 "닫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손으로 밀어 반드시 "닫힘" 위치에 고정
시켜 주십시오.

멈추개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
B55O804a

(1) 개방핸들
(3) 보조개방 레버
(A) 밀어 올린다

(2) 고정핸들
(B) 열림위치

1. 고정핸들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개방핸
들로 탈곡통을 위로 밀어 엽니다.

의

• 고정핸들이 "닫힘"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취작업을 하면 탈곡
프레임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고 정
상적인 탈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짚이 막혀 개방핸들로 개방이 어려울
경우 보조개방 레버를 개방 핸들에 장
착하여 개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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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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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개폐방법
카터기를 여는 경우

B55O805a

(1) 좌사이드 커버

(2) 상부 덮개

1. 상부 덮개를 엽니다.

B55O807a

B55O806a

(1) 구동벨트

(1) 잡이1
(A) 누른다

3. 구동벨트를 빼냅니다.

4. 잡이1을 당기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2. (좌)사이드 커버를 떼냅니다.

주

의

• 경사지에서 카터기를 개폐하지 마십

8

시오.

• 카터기 개방시는 반드시 지지봉을 사
용하여 주십시오.

• 카터기를 열 때에는 반드시 절단날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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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 DSM 72G / 72G-C
스크류 조립시 주의사항
수평부 언로더
3. 접속 스크류 종단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후방에서 보아서
건너편)
4. 횡 스크류 시단부가 바로 위가 되도록
조립하여 주십시오.

B55O808a

(1) 지지봉

(A) 끼워넣는다

5. 지지봉을 콤바인의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카터기를 닫는 경우
1. 카터기를 열 때의 역순으로 행하여 주십
시오.
2. 잡이1이 확실히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
여 주십시오
3. 벨트를 걸 때는 틀리게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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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814a

(1) 횡 스크류 시단부(직상)
(2) 접속 스크류 시단부(수평)
(3) 접속 스크류 종단부
(4) 종 스크류 종단부(토출구측)

수평부 언로더를 분해하여 재조립할 때는
스크류의 위치가 위 그림과 같이 되도록
조립하여 주십시오. (90℃ 방향 위치)
1. 종 스크류 종단부가 토출구측으로 오도
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후방에서 보아
서 좌측)
2. 접속 스크류 시단부가 수평이 되도록
조립하여 주십시오. (후방에서 보아 건
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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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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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인탱크 개방
그레인탱크 저 스크류

B55O815a

(1) 종 스크류 시단부

(2) 저 스크류 종단부

B55O809a

(1) 언로더
(A) 수납고정

(2) 언로더 지지

그레인 탱크의 저 스크류를 뽑아 재조립할
때는 스크류의 위치가 위 그림의 위치가 되
도록 조립하여 주십시오. (90도 방향 위치)

• 그레인 탱크의 개방은 반드시 비어있

1. 저 스크류 종단부가 바로 위가 되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 쉬프트 레버를 "정지", 예취클러치

2. 종 스크류 시단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
하여 주십시오. (옆에서 보아서 바로앞)
3. 상기의 위치관계가 바뀌지 않도록 조립
하여 주십시오.

주

의

는 상태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레버, 탈곡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
로 하여 주십시오.

1. 탱크에 곡립이 들어있을 경우는 "곡립의 배
출방법" 의 항에 의해 탱크를 비워주십시오.
2. 언로더를 언로더 지지에 수납, 고정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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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O810a

(1) 탱크 사이드 커버

3. 탱크 사이드 커버를 떼어 내어 벨트를
풀고 고정볼트를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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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 DSM 72G / 72G-C

B61O812a

(1) 고정핀
(A) 꽂는다

5. 탱크를 연 후는 고정핀으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커터기가 개방되어 있을 때는 그레인
탱크를 개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B61O811a

B61O813a

(1) 탱크개방 레버
(A) 연다

(1) 탱크 고정볼트
(3) 탱크 구동벨트

4. 탱크개방 레버를 당기면서 손잡이를 잡
고 탱크를 열어 주십시오.

6. 탱크를 닫을 때는 전술의 역순으로 확
실히 탱크를 고정해서(고정핀) 벨트를
거는 것을 잊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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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탱크 배출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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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브케이스 슬라이드
탈착방법

B55O818a

(1) 텐션레버
(3) 체결볼트
(5) 진동축시일

(2) 요동벨트
(4) 체결볼트

1. 텐션레버를 풀고 요동벨트를 풉니다.
2. 요동연결축 체결볼트(2개)를 풉니다.

B55O819a

B55O820a

(1) 확산통
(A) 톱니의 방향

(1) 시브케이스
(A) 당겨낸다

3. 확산통을 회전시켜 톱니방향을 그림과
같이 맙춥니다.

4. 시브케이스를 당겨 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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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방법

주

의

• 선별시일(1)을 앞으로 구부려 1번흐
름판을 넘겨 주십시오.

• 2번 시일을 2번흐름판의 중앙에 넣어
주십시오.

• 탈곡통을 열어 탈곡통받침판을 떼내
고 측면시일을 그림과 같이 조립하여
주십시오.

B55O822a

B55O821a

(1) 확산통

1. 확산통의 톱니방향을 그림과 같이 장착
하여 주십시오.
2. 시브케이스를 밀어 넣으십시오.

(1) 시이브케이스 앞부시일 2매
(2) 1번흐름판부시일 2매
(3) 2번흐름판부시일 2매
(4) 요동축 시일
(5) 연료탱크
(6) 측면시일(양쪽 2매)

• 요동축받침의 조립볼트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 요동벨트를 넣고 텐션레버를 고정시
킵니다.

• 요동축 시일이 연료탱크의 뒤쪽에 실
려 내려가도록 고정시킵니다.

• 탈곡통 수망을 취부시켜 탈곡통을 고
정하여 주십시오.

• 각부 시일의 위치가 그림과 같이 조
립되지 않으면 선별이 불량해지고 곡
물의 유실이 많아지므로 반드시 그림
처럼 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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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탈, 부착방법
탈곡통 수망의 탈착방법
분해방법

B55O8A3b

(1) 이삭측 프레임
(A) 밀어 붙인다
(C) 붙인다

(2) 포기측 둥근봉
(B) 당겨 올린다

B55O8A4b

(1) 이삭측 프레임
(3) 하진판
(B) 당겨 올린다

(2) 포기측 둥근봉
(A) 밀어 붙인다
(C) 붙인다

1. 탈곡통을 개방으로 하고 개방스톱퍼를
걸어 주십시오.

1. 수망의 이삭측 프레임을 잡고 수망을
위로 당겨 올려 주십시오.

2. 수망의 이삭측 프레임을 잡고 아래로 밀
면서 조금씩 당겨서 분해하여 주십시오.

3. 수망의 포기측 둥근 봉을 잡고 하진판
에 붙여 이삭측 프레임을 수망가이드에
밀어 맞게 하여 주십시오.

3. 수망의 포기측의 둥근 봉을 잡고 수망
전체를 당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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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 DSM 72G / 72G-C
덮개 원터치 탈착
고정핸들

주

의

• 원터치 탈착시에는 갑작스런 탈거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탈거 또는 장착하여 주십시오.

B55O816a

(1) 레일대 커버
(2) 커터 사이드 커버

(3) 사이드 커버(앞)
(4) 사이드 커버(뒤)

(A) 탈곡통 완전 개방
(B) 카터기 개방

(C) 덮개 원터치 탈착

1. 탈거시에는 고정핸들 레버를 당겨, 덮개 커버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2. 장착시에는 덮개 커버의 아래쪽 홈부분을 고정봉에 반드시 끼운 다음 장착하여 주십
시오. 장착후에는 고정핸들 레버를 눌러 고정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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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취부
예취부의 분리

B55O817a

(1) 예취 고정볼트

(2) 예취부 연결배선

(3) 예취부고정핀

(4) 예취 연결핀

(5) 예취 구동벨트

(6) 예취 스탠드

1. 콤바인을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고 작업하여 주십시오.

5. 배선 연결배선(2)를 풀고 예취 고정볼트(1) 2개를 풉니다.

2. 엔진을 시동시켜 예취부를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예취 스
탠드(6)를 고정하여 주십시오.

6. 기체를 시동걸고 천천히 조금 후진하여 주십시오.

3. 예취부를 내리고 엔진을 정지 시킵니다.

8. 엔진을 시동하여 천천히 후진하여 주십시오.

8

7. 예취 구동벨트(5)와 예취 연결핀(4)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4. 예취부고정핀(3)을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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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 DSM 72G / 72G-C
기내청소 방법
예취부의 조립
1. 예취부 분리의 역순으로 작업하여 주십
시오.

주

품종이나 벼/보리의 혼합을 피하고 싶을 때나 수확철이 끝났을 때는 기내의 잔류곡물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십시오.

의

• 기체이동시 엔진회전은 2,000rpm

이상으로 하고 부변속 레버는 "도복"
으로 하고 주변속 레버는 최저속으로
하여 주십시오.

• 콘크리트 등과 같이 평탄하고 단단한
지반에서 작업하여 주십시오.

주

의

• 각부의 조정, 점검, 교환이나 부품의 탈착, 손에 의한 청소는 반드시 탈곡클러치를 끊고 엔
진을 정지시킨 다음 행하여 주십시오.

• 공회전할 때는 필히 탈곡통을 고정하고 곡물탱크 및 카터기를 닫아 주십시오.
• 청소구를 닫을 때는 레버를 2l3회 움직여서 청소구에 곡물등이 부착되지 않았는지
를 확인한 후 닫아 주십시오.

• 기내는 잘 건조시킨 후 청소하여 주십시오. 젖어 있으면 곡물이 기내에 부착되어 남
은 곡물이 많게 됩니다.

• 청소 후 청소구에는 확실히 뚜껑을 고정하여 주십시오. 뚜껑이 없으면 곡물이 비산
됩니다.

• 풍구축의 지푸라기 등도 제거하여 주십시오.
• 1번 나선 케이스부는 수분이 많은 작물을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청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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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O829a

(1) 1번 스크류 청소구
(2) 2번 스크류 케이스청소구

1. 3분간 공회전하여 주십시오.
2. 카터기를 엽니다. (P8-17 참조)
3. 시브케이스를 빼냅니다. (P8-21 참조)
4. 카터기를 닫습니다. (P8-18 참조)
5. 탈곡통을 엽니다. (P8-15 참조)
6. 예취부를 떼냅니다. (P8-25 참조)
7. 탈곡통 수망을 떼냅니다. (P8-23 참조)

B55O831a

B55O830a

(1) 1번 스크류 청소구

8. 2번 스크류 청소구, 1번 스크류(내선),
1번 스크류케이스 청소구, 2번 스크류
케이스 청소구, 점검창, 1번 베벨케이
스 청소구를 열고 청소하여 주십시오.

8- 27

(1) 2번 스크류케이스 청소구
(2) 1번 스크류케이스 청소구

주

의

• 카터기를 개방할 때는 사이드 덮개를
빼주십시오.

8

9. 1~3분간 공회전한 후 탈곡실커버를 열
고 수동동력 산포기나 콤프레셔, 브로
와 등을 사용해서 청소하여 주십시오.
10. 다시 1분간 공회전을 3~4회 반복하면
기내에 남아있던 곡물이 제거됩니다.
11. 브로와 등을 사용해서 한번 더 기내를
청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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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배출 체인부, 절단부의 점검

B55O823a

(1) 절환커버

(2) 고정핸들조합

절단부의 점검 및 청소는 고정핸들조합
(2개)의 레버를 당겨 절환커버를 엽니다.

B55O8b3a

B55O8b2a

(1) 탱크 하부 청소구

(2) 탱크 상부 청소구

(1) 언로더 상부 청소구

주

(2) 언로더 하부 청소구

의

• 훝개실 커버를 열었을 경우는 그레인 탱크의 언로더를 올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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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식 확장-집중창치의 준비
설정 방법
짚 배출 절단길이와 확산 또는 중할베기 작업에 따라 덧판(좌/우)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또 조정이 끝난 후에는 나비볼트를 확실하게 조여 주십시오.

조정 방법
1. 절단길이: 덧판(좌/우)의 나비볼트 각 2개를 풀어 덧판(뒤)를 앞/뒤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 짧게 잘림(50cm절단): 덧판(좌/우)를 내린다.
• 길게 잘림(150cm절단): 덧판(좌/우)를 올린다.
B55O824a

(1) 이삭개페 덮개

이삭측의 점검 및 청소는 이삭개페 덮개
를 위로 올립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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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절단작업

긴 절단작업

확산작업

2

2

3

1

3
4

5

4

(2) 덧판(뒤)
(5) 덧판(좌2)

(3) 덧판(우1)

B61O8C4A

B61O8C3A

(1) 덧판(좌1)
(4) 덧판(우2)
(A) 올린다

(2) 덧판(뒤)
(5) 덧판(좌2)

(3) 덧판(우1)

2. 확산작업 ↔ 집중작업
덧판(뒤)측에 있는 나비볼트 5개를 풀어서 덧판(좌/우)와 각도 플레이트를 조정하여 주
십시오.
• 확산작업: 덧판(좌/우)를 바깥 쪽으로 넓힌 후 각도 플레이트 왼쪽을 좌측으로, 각도 플
레이트 중간, 오른쪽을 우측으로 작업하여 주십시오.
• 집중작업: 덧판(좌)를 안쪽으로 모은 후 각도 플레이트 왼쪽을 우측, 각도 플레이트 중간,
오른쪽을 좌측으로 작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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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B61O8C2A

(1) 덧판(좌1)
(4) 덧판(우2)
(A) 내린다

1

A

A

5

각도 플레이트와 덧판(좌)를
화살표 방향으로 벌려 주십시오

덧판(뒤)를 올려 주십시오

덧판(뒤)를 내려 주십시오

(1) 덧판(좌)
(3) 덧판(우)

(2) 각도 플레이트

중

요

• 수분이 많은 작물이나 젖은 작물의
확산작업을 할 때 덧판(우) 부근에서
막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도 플레이
트 왼쪽을 우측, 각도 플레이트 중간
과 오른쪽을 좌측으로 하고 덧판(좌)
를 좌측으로 하여 주십시오. 덧판과
각도 플레이트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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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작업

짚확산 배출장치(옵션)
확산장치의 사용방법

젖은작물

각도 플레이트와 덧판(좌)를 }
화살표 방향으로 모아 주십시오

1

각도 플레이트와 덧판(좌)를
화살표 방향으로 모아 주십시오

1

2
3

2
3

B61O8C5A

(1) 덧판(좌)
(3) 덧판(우)

8- 31

B61O8C6A

(1) 덧판(좌)
(3) 덧판(우)

(2) 각도 플레이트

중

(2) 각도 플레이트

B55O8b4a

확산작업과 집중작업은 확산 구동벨트
(AA-54)를 바꾸어 걸어서 절환하여 주십시오.

요

• 수분이 많은 작물이나 젖은 작물의 확산작업을 할 때 덧판(우) 부근에서 막힘이 발
생할 경우에는 각도 플레이트 왼쪽을 우측, 각도 플레이트 중간과 오른쪽을 좌측으
로 하고 덧판(좌)를 좌측으로 하여 주십시오. 덧판과 각도 플레이트가 파손될 우려
가 있습니다.

8

B55O8b5a

출하시는 확산작업상태로 조립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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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구동벨트의 절환방법
1. 텐션암을 화살표의 방향으로 밀어서 확
산 구동벨트(AA-54)를 고정텐션 풀리
에서 벗겨 주십시오.

확산 구동벨트의 교환방법

2. 텐션 스프링을 텐션암에서 벗겨내고
확산 구동벨트를 원하는 작업에 적합한
상태로 바꾸어 걸어 주십시오.
3. 텐션암에 텐션 스프링을 걸고 텐션암을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서 고정텐션 풀리
에 확산 구동벨트를 걸어 주십시오.
4. 덧판 좌/우는 원하는 작업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B55O8b7a

B55O8b6a

(1) 카터 구동벨트
(3) 텐션 풀리

(2) 카터구동풀리
(4) 확산 구동벨트

1. 옆덥게(좌)를 떼어 냅니다.
2. 확산 구동벨트의 절환방법을 참조하여
확산 구동벨트를 고정텐션 풀리와 텐션
암에서 벗겨냅니다.

(1) 12 스프로켓
(3) 방진 플레이트
(5) 확산 구동벨트

(2) 41 구동체인
(4) V풀리

5. 카터기 텐션암을 고정한 M8 볼트를 풀
고 카터기 구동벨트(특 B55)텐션암을
떼어 냅니다.

3. 카터기 구동벨트(특 B55)를 150V 풀리
에서 벗겨냅니다.

6. 공급축의 10.2 간격통, 16 기어조합, 41
구동체인과 절단축의 12 스프로켓을 떼
어 냅니다.

4. 150V 풀리의 M10 볼트를 풀고 150V
풀리에서 벗겨냅니다.

7. 공급축의 115 풀리에서 확산 구동벨트
(AA-54)를 벗겨냅니다.
8. 벨트의 교환이 끝나면 분해의 역순으로
틀리지 않게 조립하여 주고 조정항목을
참조하여 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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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취오토 클러치
에취오토 클러치의 절환요령
1. 예취부를 내립니다.

확산 구동벨트의 조정(옵션)

2. 예취클러치 레버를 연결하여 주십시오.
3. 오토클러치 절환손잡이를 "연결" 또는 "끊
음" 으로 절환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예취부가 상승된 상태나 예취클러치
B55O8b8a

(1) 구동벨트(AA-54)

(2) 고정텐션 풀리

(3) 텐션암

확산 구동벨트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조절볼트를 조절하여 텐션 스프링을 조정하여 주
십시오.
확산 구동벨트의 정기점검, 조정 및 교환
정기점검을 아래표의 시간마다 정비하여 주십시오.
정기점검 일람표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때는 그때마다 정비하여 주
십시오.
●: 길내기 운전후의 점검과 조정, ○: 점검과 조정 △: 교환
작동시간
20 100 200 300 320 400 500 600 620 700 800 900 920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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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이후

레버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취오토 클러치 절환조작이 불가능합
니다.

예취오토 클러치 사용상 주의
1. 예취작업중, 논머리 베기나 과습지에서
는 예취오토 클러치를 "끊음" 으로 하여
작업하여 주십시오. 예취오토 클러치가
불필요한 곳에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8

2. 예취부를 상승시 예취부가 공급체인보
다도 먼저 정지하고 예취부 하강시 공
급체인이 예취부보다도 먼저 작동하는
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상적인 작
동이 되지 않을 때는 와이어 장력을 재
조정하여 주십시오.

매50시간마다 점검
매500시간마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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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취오토 클러치 와이어 장력 조정요령
4. 예취클러치 케이블 유격은 0~1mm, 체
인클러치 케이블 유격은 7~8mm가 도
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a
b

5. 예취부를 상승시, 예취부가 공급체인보
다고 먼저 정지하고 예취부 하강시, 공
급체인이 예취부보다도 먼저 작동하는
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상적인 작
동이 되지 않을 때는 와이어 장력을 재
조정하여 주십시오.

A

B55O8b9B

(1) 예취클러치 레버
(2) 절환손잡이
(3) 예취텐션 봉

(4) 턴버클
(5) 예취텐션 홀더
(6) 예취텐션 암

(7) 체인클러치 케이블
(8) 예취클러치 케이블
(9) 오토클러치 암2

1. 예취부를 내립니다.
2. 예취클러치 레버가 끊음 상태로부터 수직 ⓐ위치까지가 유격이 되도록 턴버클을 조
정하여 주십시오. 이 때, 예취클러치 연결 ⓑ위치에 예취텐션 봉의 너트 바닥면과 예
취텐션 홀더의 위면과의 틈새 A가 12~14mm가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예취클러치 레버를 "연결"하고 다음에 오토클러치 절환손잡이를 "연결"로 절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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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 취 부 와 공 급 체 인 의 "작 동”, “끊 음"
은 디바이더 선단과 지면과의 간격이
350~500mm 사이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작동구간이 낮거나
높을시에는 오토클러치 암 2 부품에 체
결된 볼트를 풀어서 높이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예취오토 클러치 와이어의 장력은 출

하시 정상적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정기점검, 조정 및 교환시 상기
의 순서에 준하여 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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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핀 교환요령

주

의

• 예취오토 클러치 사용중 공급체인의
끊김 동작이 원활치 않을시에는 클러
치핀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B55O8c1a

(1) 공급체인 구동 스프로켓

(2) 클러치핀

(3) 체인클러치 암

(4) 클러치 암지점

1. 좌사이드 카버(중) 2 고정용 볼트 2개를 풀어서 커버를 떼어 냅니다.

8

2. 클러치 암 지점을 풀고 체인클러치 암과 클러치핀을 동시에 분해하여 주십시오.
3. 클러치핀, 고정용 두부핀을 빼고 클러치핀을 180˚전환 후 재조립 또는 교환하여 주십
시오. (전환사용 교환주기는 점검 및 주기 참조, O-링은 재사용 또는 교환)
4.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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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6 DSM 72G / 72G-C

오토클러치 와이어의 정기점검, 조정 및 교환
정기점검을 아래표의 시간마다 정비하여 주십시오.
정기점검 일람표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때는 그때마다 정비하여 주십시오.
●: 길내기 운전후의 점검과 조정 ○: 점검과 조정 △: 교환

작동시간

시기

이후

항 목

2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2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오토클러치 와이어

●

○

○

○

○

○

○

○

○

○

△

●

○

○

○

○

○

○

○

○

○

△

매50시간마다 점검
매500시간마다 교환

클러치핀

-

-

-

-

○

-

-

-

-

-

-

-

-

○

-

-

-

△

-

-

-

○

매200시간마다 점검
매400시간마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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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7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주

충전방법
반드시 본체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
충전하여 주십시오. 전장품이나 배선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

• 배터리액이 신체나 의복에 닿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배터리액은 묽은 황
산이므로 의복에 구멍이 생기거나 피
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나 의복에 묻었을 때는 즉시 물
로 씻어 내십시오.

•

배터리에 화기를 가까이 하든지, 합
선을 시키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배터리의

점검 및 떼어낼 경우에
는 엔진을 정지하고 메인 스위치를
"OFF" 로 하여 주십시오.

충전은 배터리의 (+)를 충전기의 (+)에, 배
터리의 (-)를 충전기의 (-)에 접속하여 보
통 충전법으로 하여 주십시오.

B55O832a

(1) 충전상태 표시기

주

의

• 엔진시동이 곤란하거나 라이트가 어
배터리의 충전상태에 따라 배터리를 충전
해 주거나 교환하여 주십시오.

두워지면 빨리 충전하여 주십시오.

• 배터리를 탈거하거나 장착할 때 배터
리를 기울이거나 거꾸로 하지마십시
오. 전해액이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충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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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전류를 통해 단시간 충전하는 급속충
전법을 응급처리로 행하는 경우는 작업후
반드시 보충 충전을 하여 주십시오.

정상

충전필요

교환필요

녹색

흑색

백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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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8 DSM 72G / 72G-C
배터리 (+)코드의 점검
배터리 탈착방법
4. 지정된 것 이외의 배터리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5. (+), (-)코드를 본래대로 배선하여 주십
시오. (+)코드는 다른 부품의 예리한 모
서리에 닿지 않도록 확실히 취부하여
주십시오.

배선 및 배터리(+)코드가 손상되어 있으
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필히 점검
하여 주십시오.
▶ 만약 그대로 두면 화재나 손상의 위험
이 있습니다.

주

의

• 배선, 배터리(+)코드의 피복이 예리
B61O833a

(1) (-)코드

(2) (+)코드

(3) 배터리

1. 배터리의 리드선을 뗄 때에는 반드시 (-)
쪽 어스선부터 떼어주십시오. (반대로
하면 공구따위가 접속될 때 합선됩니다)
2. 배터리를 취부할 때는 (+)쪽을 먼저 접속
하고 최후에 (-)쪽을 접속하여 주십시오.

한 부분에 의한 손상, 쥐 등에 의한 손
상, 자연노화에 따른 손상에 대해서
하기의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십시오.
1. 배선잡이의 손상 또는 클램프의
느슨함이 없을 것
2. 터미널, 소켓의 접속부의 접속이
확실히 되어 있을 것
3. 각 스위치가 확실히 작동할 것

3. 배터리 코드선을 접속할 때는 (+) 와 (-)
를 서로 틀리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
로 틀리게 되면 전기계통의 고장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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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9

각부의 그리스와 오일의 보급
언로더부

주행부

B55O826a

엔진부

B55O827a

(1) 그리스 니플(언로더 케이스 1)
(2) 그리스 니플(언로더 케이스 2)
(3) 그리스 니플(언로더 케이스 3)

(1) 급유구(트랙롤러부)
(2) 그리스 니플(차체 수평제어 스윙압축부)

1. 장기 격납전에 언로더 해동부에 그리스
를 보급하여 주십시오.

1. 차체 수평제어 스윙암축부의 그리스 사
용개소 및 트랙롤러부의 오일주유구에
장기간 기대를 보관시나 분해, 조립시
그리스 및 오일을 급유하여 주십시오.

2. 분해시에는 그리스를 보급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언로더 케이스 1 및 3에 그리스 보급
후는 청소 뚜껑을 열고 내면에서 밀

B55O828a

(1) 그리스 니플

8

2. 급유구 체결볼트 체결시 시일 테이프를
2~3회 감아 체결하여 주십시오.

려 나오는 그리스를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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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0 DSM 72G / 72G-C
정기주유 개소

중

요

• 엔진을 정지하고 주유하여 주십시오.
※ 부는 집중주유장치로 자동주유됩니다.

B61O839a

(1) 끌어올림 체인(※)

B61O837a

(1) 우포기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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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840a

(1) 깊이 체인(※)

B61O838a

(1) 좌포기 체인(※)

B55O841a

(1) 포기공급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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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B61O844a

(1) 우이삭 체인(※)

B55O845a

(1) 짚배출 체인(※)

8- 41

B61O846a

(1) 예취 칼날(※)

8

B61O842a

(1) 좌이삭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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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843a

(1) 공급체인(※)

2012-11-21 오후 6:24:41

8- 42 DSM 72G / 72G-C
정기점검 및 조정
에어클리너 청소
엘리멘트

중

공기여과기 청소

요

• 각부조절,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엔
진을 정지시킨 다음 하여주십시오.

• 오일, 냉각수의 점검과 각부의 주유,
배터리의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엔
진을 정지후 시행하여 주십시오.

• 예취부를 올려놓고 장시간 경과하면
내려가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
십시오.

B55O851a

(1) 커버
(3) 배출밸브

(2) 엘리먼트

엘리멘트의 청소는 매일 작업전에 엘리멘
트의 내측에서 공기를 불어내든지 또는 가
볍게 두드려서 먼지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B55O852a

(1) 공기여과기

(2) 나비너트

1. 먼지가 공기여과기 측면에 표시된 선
이상으로 쌓이면 나비너트를 풀어서 청
소해 줍니다.

(공기의)압력은 7kg/cm²를 넘지않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카본이나 기름이 묻어있을
때는 엘리멘트 세정제로 세척하여 주십시오.

주

의

• 고성능 사이클론 병용건식 엘리멘트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일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 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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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의 점검

8- 43

라디에이터 냉각수의 점검
라디에이터 용량 (DSM 72G-(C)
9.3 L
보조 물탱크 용량 (DSM 72C-(C)

1L

B55O854b

B61O853b

(1) 급유구
(2) 오일게이지
(A) 이 사이에 있으면 적정유량입니다

(1) 보조 물탱크
(A) FULL

순정오일의 입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CD
급 이상의 오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기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사
용하여 주십시오.

라디에이터에는 보조 물탱크가 부착되
어 있어 라디에이터내의 냉각수가 적게되
면 보조 물탱크에서 자동적으로 보급되
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의 양은
보조 물탱크내의 양을 점검하여 주십시
오. "FULL" 에서 "LOW" 사이에 있으면 정
상입니다. 보통은 보급할 필요가 없습니
다만 보조 물탱크의 냉각수가 LOW이하
일때는 LOW와 FULL 사이에 오도록 물을
보충하여 주십시오. FULL이상은 넣지 마
십시오.

오일종류

오일량

SAE15W/40

9.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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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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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 DSM 72G / 72G-C
트랜스미션 케이스 오일
점검

체인 구동케이스의 오일

B55O836a

B55O855a

(1) 급유구
(3) 배유 플러그

(2) 점검볼트

점검볼트(M8)을 풀었을 때 오일이 나오면
적정량입니다.
부족할 때는 급유구로 깔대기를 사용하여
보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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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탱크의 오일의 점검

B55O856a

(1) 급유플러그

(1) 급유구
(3) 유압 오일필터
(5) 오일탱크

급유플러그를 빼고 오일이 들어있는지 점
검하여 주십시오.

점검볼트(M8)을 풀어 오일이 적게 나오면
적정량입니다.

오일의 종류

오일량

기어오일 #90 또는
#80 또는 대동UTF55

0.3 L

(2) 점검볼트
(4) 배유 플러그

부족할 때는 급유구로 깔대기를 사용하여
보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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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구동벨트의 점검

라디에이터 흡기부 청소

B61O858a

B55O857a

(1) 팬 구동벨트
(A) 늘어짐량

(1) 방진망

b55o876a

(1) 라디에이터 철망

(B) 당긴다

팬 구동벨트의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눌
러(10kgf) 늘어짐량을 점검하고 규정량 이
상일 때에는 발전기의 취부볼트를 풀고
발전기를 손으로 당기면서 취부볼트를 조
여 장력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과열경보(연속부저)가 울릴 때는 방진망
과 라디에이터 핀 및 오일쿨러 핀이 지푸
라기로 막혀있으므로 압축공기나 브러쉬
로 청소하여 주십시오.

벨트 중앙부의 늘어짐

• 콤바인 작업시 방진망 및 라디에이터 전

5~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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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

의

면 흡기부에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정
기적으로 청소하여 주십시오. 청소를 하
지 않으면 엔진 효율을 저하시키고 손실
시킬수 있으므로 필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b61o859b

(1) 라디에이터 핀

2012-11-21 오후 6:24:46

8- 46 DSM 72G / 72G-C
주차브레이크 와이어의 조정
주차브레이크 스프링 후크 안쪽 치수 L 기준치
116±1mm

주

의

• 정기교환부품이므로 300시간 또는 2
년마다 교환하여 주십시오.

B55O861a

B61O860b

(1) 오일쿨러 핀

(2) 연료쿨러 핀

주

의

• 주걱이나 드라이버 등 단단한 것으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특수 핀을 손상
시켜 라디에이터의 기능을 저하시키
는 원인이 됩니다.

• 에어클리너의 흡입구에는 절대 물이
들어가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엔진고
장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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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브레이크 페달
(3) 사이드클러치 레버(우)

(2) 조정금구
(4) 고정쇠

1. 주차브레이크 페달(1)을 페달 로크의
위로부터 3단계에 설정하여 주십시오.
2. 주차브레이크 스프링의 후크 안쪽치수
L을 116±1mm로 와이어의 조정금구(2)
부분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브레이크
암(4) 측의 조정금구(3) 부분은 한가운
데의 위치에 설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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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브레이크 와이어의 조정

탈곡클러치 로드

8- 47

예취클러치 로드

B61O862a

(1) 고정쇠

(2) 파워브레이크 와이어

파워스티어링 레버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빨리 듣게 하고 싶을 때는 와이어의 여유
를 적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8

그러나 너무 빠르면 클러치를 끊는 즉시
브레이크가 걸려서 충격이 많게 됩니다.
적정하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B61O863a

(1) 탈곡클러치 로드
(A) 여유분

(2) 고정쇠
(B) 작동구간(90°)

탈곡클러치를 "끊음" 으로 놓고 레버가 수
직으로 된 사이에 여유가 생기도록 로드
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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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O864a

(1) 고정쇠
(A) 여유

(2) 예취클러치 로드
(B) 작동구간(90°)

예취클러치 로드가 "끊음" 의 상태에서 수
직위치까지 여유분이 생기도록 고정쇠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15W-40은 사계절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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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8 DSM 72G / 72G-C
짚배출절환 와이어의 조정

크롤러 장력조정
카터기
와이어링 스프링의 연장
5mm

B61O866a

(1) 전륜
(3) 고정너트
(A) 13~18mm

(2) 인장볼트

1. 인장볼트의 고정너트를 풀고 인장볼트
를 죄어 주십시오.
2. 프레임 후부를 잭으로 들어 앞에서 두
번째 전륜과 크롤러 사이를 13~18mm
가 되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B55O865a

(1) 조정볼트

(2) 늘림: 5mm

3. 좌/우 같은 당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
여 주십시오.
두번째 전륜과 크롤러의 간격
13~18m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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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8- 49

각부 벨트의 길이 조정
아래의 표와 같이 벨트의 스프링 취부길이가 규정범위에 들도록 조절볼트, 와이어 조절볼트의 조정을 하여 주십시오.
No.

엔진 주변부

탈곡기 주변

기타

벨트의 명칭

규격

본수

스프링 취부길이(mm)

1

미션 구동벨트

코그C46

2

220

2

탈곡 구동벨트

코그C38.5

2

143

3

예취 구동벨트

특B43

1

102

4

탈곡통 구동벨트

특B144

3

286

5

풍구 구동벨트

특B74

1

무조정

6

1번 구동벨트

특B109

1

160

7

2번 구동벨트

특B108

1

165

8

요동 구동벨트

특B42

1

396

9

짚배출 체인 구동벨트

특B39

1

145

10

카터기 구동벨트

특B55

1

165

11

짚 확산 구동벨트

AA54

1

174

12

탱크 구동벨트

특B45

1

160

13

탱크 구동벨트

LC57.25

1

180

14

콤프레셔 구동벨트

A38(※)

1

-

8

(※): 캐빈형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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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0 DSM 72G / 72G-C
탈곡통 구동벨트

엔진 주변

B55O867a

B55O869a

(1) 특C133
(A) 286mm

(1) 예취 구동벨트 특B54
(2) HST풀리

짚배출 체인 구동벨트

탈곡기 좌측 주변

(3) 미션 구동벨트 REC C46
(4) 엔진풀리

(5) 탈곡 구동벨트 코그C38, 5(2본)
(6) 예취풀리

B55O868a

(1) 특B38
(A) 1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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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3mm

B55O870a

(1) 특B74
(2) 풍구
(3) 특B108

(4) 확산통
(5) 배진팬
(6) 특B55

(7) 카터기
(8) 요동
(9) 특B42

(10) 특B109
(11) 카운터
(A) 160mm

(B) 165mm
(C) 396mm
(D) 165mm

2012-11-21 오후 6:24:51

정비점검

반송벨트의 조정

끌어올림 체인의 조정

(2) 반송벨트

종동풀리의 취부너트를 풀고 벨트를 당겨
서 너트를 조입니다.
벨트 중앙부의 늘어짐
5~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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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874a

B55O873a

B61O872a

(1) 너트
(A) 당긴다

8- 51

(1) 끌어올림 체인

(2) 끌어올림 텐션볼트

(1) 끌어올림 텐션훅
(2) 너트
(3) 끌어올림 텐션 스프링
(A) 간격이 0~2mm되도록 인장볼트로 조정한다

간격(A)
0~2mm

8

2012-11-21 오후 6:24:52

8- 52 DSM 72G / 72G-C
우포기 체인의 조정

좌포기 체인의 조정

B61O875a

(1) 우포기 체인

A갈퀴의 중간에 B갈퀴가 오도록 조정하
여 주십시오. (A=B)

주

B55O878a

B55O877a

(2) 스프링

(1) 스프링

스프링 취부길이

스프링 취부길이

168~172mm

123~129mm

의

• 체인이

늘어나 텐션의 조정 여유
가 없을 때에는 체인의 Offset 링크
(25.4mm)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 끌어올림 갈퀴 좌/우가 접촉하지 않

주

• 체인이

의

늘어나 텐션의 조정여유
가 없을 때에는 체인의 Offset 링크
(33mm)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체인이

늘어나 텐션의 조정여유
가 없을 때에는 체인의 Offset 링크
(25.4mm)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도록 아래의 그림과 같이 끌어올림
체인을 조여주십시오.

• 잘못 조이면 갈퀴가 세워질 때 좌/우
갈퀴가 부딪쳐 파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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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공급 체인의 조정

공급체인의 조정

B55O879a

(1) 스프링

스프링 취부길이(A)

163~167mm

150~155mm

의

B55O881a

(1) 조절너트

스프링 취부길이

주

공급깊이 체인의 조정

B55O880a

(1) 스프링
(A) 150~155mm

8- 53

8

• 체인이

늘어나 텐션의 조정여유
가 없을 때에는 체인의 Offset 링크
(25.4mm)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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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4 DSM 72G / 72G-C
정기교환
짚배출 포기체인의 조정

B55O882a

(1) 고정너트
(2) 조정볼트

DSM70G_ko_08.indd 54

(A) 간격 1~2mm

엘리멘트의 교환

B55O883a

(1) 짚배출 포기체인

B55O884a

(1) 커버
(3) 배출밸브

간격(A)

간격통의 돌출치수

1~2mm

3mm 이하

(2) 엘리먼트

엘리멘트는 300시간마다 교환이 필요합
니다.

2012-11-21 오후 6:24:56

정비점검

라디에이터 냉각수의 교환
교환방법

주

의

• 라디에이터 캡은 엔진 운전중 또는 정
지 직후에 열면 뜨거운 수중기가 분출
되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정지
후 충분히 식은 후 열어 주십시오.

B61O885a

(1) 배수 플러그

8- 55

부동액 사용방법
부동액은 물의 어는 온도를 낮게 하는 효
과가 있으므로 냉각수 동결에 의한 실린더
블록, 라디에이터의 손상등을 방지합니다.
동절기 온도 0℃ 이하로 될 때는 필히 부
동액을 맑은물에 희석하여 라디에이터에
보급하던지, 냉각수를 완전히 빼내어 주
십시오.
공장 출하시에는 부동액와 물이 50:50으
로 된 냉각수가 들어 있습니다.

주

의

• 냉각수에는 부동액을 적정량 넣은 후
1. 라디에이터 하부의 배수플러그와 라디
에이터 캡을 열고 냉각수를 전부 빼냅
니다. 보조 물탱크의 배수는 라디에이
터 캡부의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빼서
배수하여 주십시오.
2. 배수, 세척후 급수할 때는 배수 플러그를
닫고 라디에이터에 가득 채운후 보조 물
탱크에 적정량을 보충하여 주십시오.

물과 잘 혼합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부동액의 혼합비를 잘못하면 동절기
에는 냉각수의 동결, 하절기에는 엔
진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 부동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라디에이

8

터 보정제를 넣지 마십시오.

• 부동액에는 방청제가 들어 있기 때문

에 보정제를 혼입하면 찌꺼기가 생길
수 있어 엔진부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 부동액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반드시 2년마다 교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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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6 DSM 72G / 72G-C
트랜스미션 케이스 오일의 교환

엔진오일의 교환
배유방법

급유방법

B55O886a

B61O887b

B55O888a

(1) 배유 플러그

(1) 급유구
(2) 오일게이지
(A) 이 사이에 있으면 적정유량입니다

(1) 급유구
(3) 배유 플러그

배유 플러그를 풀고 오일을 배출시켜 주
십시오.

배유 플러그를 체결하고 급유구로 적정량
을 급유한 후 오일 급유캡를 정확하게 체
결하여 주십시오.

트랜스미션 케이스 하부의 배유 플러그를
풀고 오래된 오일을 배출하여 주십시오.
배출 후에는 반드시 배유 플러그를 원상
태로 조여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급유
구로 급유하여 주십시오.

오일 급유캡를 풀어내면 오일이 쉽게 빠
집니다.
엔진이 따뜻할 때에 배출하면 오일의 유
동성이 좋아서 빨리 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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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유구

검유구로 오일이 나오면 적당량입니다.
점검볼트(M8)를 조여줍니다.
오일의 종류

오일량

대동 UTF 55

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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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점검

오일탱크의 오일 교환

주

8- 57

퓨즈의 교환

의

• 지정오일외 다른 오일은 사용하지 마
십시오.

B55O889a

(1) 급유구
(3) 유압 오일필터
(5) 오일탱크

(2) 점검볼트
(4) 배유 플러그

케이스의 좌측하부의 배유 플러그를 풀고
오래된 오일을 배출시킨 다음 배유 플러
그를 원래대로 체결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 급유구로 급유하여 주십시오.
매 300시간마다 교환하여 주십시오. 교환
시에는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오일교환시 반드시
오일필터도 교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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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의 종류

오일량

대동 UTF 55

22 L

B55O890a

(1) 퓨즈박스

1. 퓨즈박스의 뚜껑을 엽니다.
2. 퓨즈를 빼냅니다.
3. 절단되 퓨즈는 같은 용량의 것으로 교
환하여 주십시오.

주

8

의

• 퓨즈를 교환한 즉시 끊어질 때는 은
박지 등으로 대신하지 말고 대리점에
서 점검, 수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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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8 DSM 72G / 72G-C

슬로브로우 퓨즈의 교환

TG1O769A

B55O892b

(1) 슬로브로우 퓨즈

(1) 정상 퓨즈

슬로브로우 퓨즈는 배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부품과 닿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
약, 끊어졌을 때는 필히 그 원인을 조사하
고 절대로 유사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순
정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B61O891a

TG1O770A

(1) 단락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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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필터 수분제거

연료필터 교환

m55o775b

(1) 연료필터

(2) 배유플러그

연료장치 공기빼기

m55o776b

(1) 연료필터

(2) 배유플러그

1. 연료에 포함된 수분과 먼지는 필터 안
에 쌓이게 됩니다. 연료필터 아래 플러
그를 풀고서 배수하여 주십시오.

1. 연료필터 표면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2. 배수 후 손으로 죄어 주십시오.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연료필터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3. 엔진을 시동하고 연료가 누유 되지 않
는지 점검하여 주십시오.

8- 59

2. 연료필터 아래에 있는 플러그를 플어
연료을 배출시키십시오.
4.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신
품 연료필터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T11o757b

(1) 가동펌프

(2) 에어플러그

1. 먼저 연료통에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 확
인하여 주십시오.
2. 프리 및 메인 필터 내에 공기가 들어 있는
경우 상기 그림의 공기빼기볼트(2)를 푼
후 시동키를 돌려 시동모터를 구동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상기 그림의 공기빼기
볼트를 통해 연료필터내의 공기가 배출
됩니다.

주

8

의

• 시동모터는 5초 이상 연속 구동하지
말고 5초 이내로 여러 번 나누어서 구
동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8.indd 59

2012-11-21 오후 6:25:02

8- 60 DSM 72G / 72G-C
파이프, 호스류의 점검, 교환

로울러 시일의 정기교환

주

연료계 고무호스, 라디에이터 호스 등의
고무제품은 사용하지 않아도 노화되는 소
모품이므로 정기적 교환이 필요합니다.

기

• 연료포트 조립 전에 포트에 연료를
채우면 공기빼기과정을 생략할 수 있
습니다.

체결 밴드와 같이 2년(오일고무호스는
500시간 또는 2년)마다 또는 손상이 되었
을 때는 신품과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기빼기볼트에서 연료가 보이면 볼트
를 재체결 후 시동을 거십시오.

주

의

• 엔진이 뜨거울 때에는 연료장치 공기
빼기를 하지 마십시오.

중

요

• 공기빼기가 끝나면 공기방울이 포함

되지 않는 연료는 연료필터에 의해 여
과되어 연료분사 펌프로 이송됩니다.
연료가 비워지기 전에 연료탱크를 보
충하여 주십시오. 디젤장치에서 연료
가 소진이 되면 연료탱크 보충 후에 연
료장치로부터 공기빼기를 해야합니다.

주

기

• 공기빼기를 하고 나서도 시동이 걸리
지 않을때는 가까운 당사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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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O895a

(1) 트랙 로울러 시일
(3) 크롤러
(5) 차축 시일

(2) 텐션 로울러 시일
(4) 가동 로울러 시일

1. 로울러축 연결시일은 500시간마다 또
는 2년마다 교환하여 주십시오.
2. 교환개소
1) 트랙 로울러 시일
2) 텐션 로울러 시일
3) 가동 로울러 시일
4) 차축 시일

파이프, 호스류가 파손되었는지, 체결 밴드
가 풀리지 않았는지를 항상 점검하여 주십
시오.

중

요

• 연료계 고무호스가 파손되어 있으면
연료가 새게되므로 반드시 점검하여
주십시오.
▶ 만약 그대로 두면 화재 등 상해사
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운전중 라디에이터 호스가 빠지면 뜨
거운 물이 분출되어 위험합니다.

주

의

• 교환시에 파이프나 분사펌프등에 먼
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
십시오. 먼지가 들어가면 분사펌프의
작동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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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1

HST 오일필터 및 유압 오일필터 카트리지 교환

엔진 오일필터 카트리지 교환

B61O897a

B61O896b

(1) 엔진 오일필터 카트리지

(1) HST오일필터

1. 엔진 오일필터 카트리지를 떼어 냅니다.

1. 배유 플러그를 풀고 오일탱크내의 오일
을 배출 시킵니다.

새 카트리지는 O-링에 오일을 엷게 도포
하면서 조립하여 주십시오.

2. 오일필터를 떼냅니다.

2. 카트리지를 교환하면 카트리지에 들어있
는 양만큼 엔진오일의 유면이 내려갑니다.

3. 새 카트리지를 원래대로 체결하여 주십시
오. (필터 가스켓에 오일을 엷게 바를 것)

오일게이지의 지시선까지 오일을 보급한
후, 5분정도 엔진을 운전하고 각 부를 점
검하고 나서 엔진을 멈추고 다시한번 유
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오일필터는 최초에는 50시간 사용후,
이후는 200시간 사용후 교환하여 주십
시오.

B55O898a

(1) 급유구
(3) 유압 오일필터
(5) 오일탱크

(2) 점검볼트
(4) 배유 플러그

주

의

• 카트리지 교환시 오일탱크의 오일도
교환하여 주십시오.

8

3. 엔진 오일필터 카트리지는 최초에는 50
시간사용후, 이후는 200시간 사용후 교
환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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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2 DSM 72G / 72G-C
절단날 교환방법

B55O899a

(1) 구동벨트
(3) M10 볼트

(2) 180 풀리

1. 옆덮개를 빼냅니다.
2. 구동벨트를 떼냅니다.

B55O8A2a

B55O8A1a

(1) M8 볼트

(1) M8 볼트(3개)

4. 방진 플레이트를 풉니다. (M8 볼트 2개)

5. 축받침의 M8 볼트를 떼냅니다. (이삭측
3개, 포기측 3개)

3. 180 풀리를 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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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O8A3a

(1) 41체인

(2) 12 스프로켓

6. 축받침을 아래로 당기면서 12스프로켓,
41 체인, 16 간격통을 떼냅니다.

B55O8A4a

(1) 절단축 조합
(A) 앞으로 당겨뺀다

8- 63

B55O8A5a

(1) 회전방향

(2) 회전방향

7. 절단길이 절환레버를 15cm로 하여 주
십시오.

9. 축조합을 안정된 것에 놓고 육각너트
를 풀러 순서대로 분해하여 주십시오.

8. 이삭측 축받침을 아래로 내리면서 절단
축의 축조합을 떼냅니다.

10. 절단날의 교환이 끝나면 분해한 역순
으로 틀리지 않게 조립하여 주십시오.

8

또 날의 방향과 회전방향은 위의 그림
처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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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4 DSM 72G / 72G-C
절단길이 절환방법

B55O825a

(1) 절환레버
(A) 5cm

(B) 15cm

사이드 커버내 절환레버를 조작하여 5cm,
15cm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B55O8A6a

주

의

• 축조립은 절단날간 치수가 845~849mm가 되도록 체결하여 주십시오.
• 절단날의 방향, 절단날의 조합이 역으로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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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5

절단날 간격조정
도번

품번

품명

개수

1

57781-5241-1

절단축

1

2

C7340-52421

축잡이 1

1

3

57666-5223-1

축잡이간격통 1

1

4

57704-5222-1

감김방지드럼

1

5

57781-5258-1

지지와셔 3

2

6

C7840-52611

절단날 170

15

7

C7140-56131

53.8파이프조합

14

8

57781-5257-1

지지와셔 2

1

9

57781-5246-1

배출호일 2

1

10

57781-5256-1

스프링와셔 20

1

11

57781-5247-1

육각너트(좌)

1

12

C7340-52481

축잡이 2

1

B55O8A7a

(1) M8 볼트
(A) 좌회전 간격이 좁아진다
(B) 우회전 간격이 넓어진다

(2) M16 너트

1. 38 기어 고정용 M16 너트를 풀고 볼트
(3개)를 떼냅니다.

주

의

• M16 너트를 풀때는 공급축의 이삭측

8

배출날개에 스패너를 걸어 작업하여
주십시오. 16 기어와 38 기어사이에
스패너 등을 끼우고 작업하면 축받침
이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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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6 DSM 72G / 72G-C
예취 칼날의 조정, 교환
예취 칼날의 분해

칼날의 조정

2. 공급축을 회전시키는 간격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1) 우회전 - 간격이 넓어진다
2) 좌회전 - 간격이 좁아진다.
3. 조정이 끝나면 원래대로 각볼트, 너트
를 조립하여 주십시오.

B55O8A9a

B61O8A8a

(1) 예취 칼날
(2) 칼날받침
(A) 좌측

(3) 예취 칼날 지지대
(4) 볼트

(1) 심2

(2) 심 간격 0~0.5mm

1. 칼날지지대(좌,중,우)의 볼트를 풀고 예
취 칼날이 수직으로 될 때까지 회전시
킵니다.

1. 칼날 받침대에서 칼날 누름판을 분해하
여 주십시오.

2. 좌측으로 이동해서 고정핀에서 빼냅니다.

3. 칼날과 칼날받침의 간격이 0~0.5mm가
되도록 조정하고 칼날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심 2의 증감
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 칼날부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칼날
이 작동하면 위험합니다.

2. 흙 등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 위험하므로 장갑을 끼고 2명이 칼 양

쪽을 잡고 탈착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8.indd 66

2012-11-21 오후 6:25:09

정비점검

예취 칼날조립

8- 67

짚절단 칼날 교환
예취 크랭크의 조정

1. 칼날을 수직으로 해서 우측고정핀에 끼
우고 중앙, 좌측의 순서로 구멍에 끼운다
음 칼날 전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2. 칼날지지대의 앞을 잡고 좌/우의 칼날
헤드와 로울러의 위치를 맞춘후 볼트의
구멍까지 옮겨주십시오.

주

의

• 칼날이 마모되면 예취자국이 보기 흉
하고 반송자세가 나빠져 동력손실이
많아지므로 예취 칼날 전체를 교환하
여 주십시오.

B55O8A1b

(1) 고정너트
(3) 고정너트

(2) 크랭크로드
(4) 1.5mm이내

1. 칼날의 좌/우를 내측으로 최대 이동한
곳에서 예취부의 회전을 정지하여 주십
시오.
2. 크랭크 로드의 좌/우 고정너트 2개를
풉니다. (좌/우 나사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B55O8A2b

(1) 짚절단 칼날대
(3) 볼트/너트
(5) 상진판
(A) 이삭측

(2) 짚절단 칼날 누름쇠 1
(4) 짚절단 칼날 누름쇠 2
(B) 포기측

짚절단 칼은 조합으로 탈곡통 프레임으로
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8

3. 크랭크로드를 돌려서 칼날과 칼날받침
대의 어긋남이 1.5mm이내가 되도록 조
정하여 주십시오.
4. 고정너트를 조입니다. 풀림 방지제를
도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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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8 DSM 72G / 72G-C
세로나선축 조립
세로나선 조립시의 주의사항

짚절단 칼의 분해방법
1. 이삭측 짚절단 칼날
1) 탈곡통 커버를 열고 짚절단 칼 조립볼
트, 너트(16개)를 풉니다.
2. 포기측 짚절단 칼날
1) 짚절단 칼날 누름쇠 2의 취부볼트를
분해하고 상진판에서 떼어 냅니다.

중

요

• 날부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날이 움

B55O8A5b

직이면 위험합니다.

• 위험하므로 장갑을 끼고 2명이 짚절
단 칼의 양끝을 잡고 탈착작업을 하
여 주십시오.

(1) 1번 스크류축
(3) 세로나선 시단부

(2) 1번 배출날개 종단부

B55O8A6b

(1) 세로나선 스크류축
(3) 1번 베벨케이스
(5) 1번 배출날개 종단부
(A) 기체앞방향

(2) 세로나선 케이스
(4) 세로나선 시단부

세로나선을 뽑아 다시 조립할 때는 나선의 위치가 다음에 기술된 위치에 오도록 조립하
여 주십시오.
1. 1번 배출날개 종단부가 기체방향(전/후)의 중심이 되도록 고정하여 주십시오.
2. 세로나선 시단부가 기체방향(전/후)과 평행이 되도록 고정하여 주십시오.
3. 조립후 반드시 세로나선을 1회전시켜서 간섭되지 않는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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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9

엔진 정, 역전팬 장치의 조정과 점검
팬 벨트(3PK565)

경

팬 구동벨트(3PK1150)

고

1

• 역전팬 장치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 점검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냉각팬 및 주변부품으
로 인하여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4
5

• 또한 작업중에 정지하여 점검할 때도
엔진 및 주변 부품이 과열되어 있으
므로 엔진이 냉각된 후 점검하여 주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6
B55O8A7b

(1) 너트(풀리고정)
(3) 텐션조정너트

(2) 3PK565 벨트

1. 텐션: A부 치수가 3.5~4.5mm(7kg 하중
시)가 되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2. 주의: 너트(풀리고정)를 반드시 풀고 텐
션조정너트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B55O8A8b

(1) 조정볼트(정전)
(3) 베이스
(5) 텐션 스프링

(2) 모터
(4) 정전축 리밋트스위치
(6) 발전기

1. 정회전 작동시 벨트장력의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8

3. 점검, 교환주기
시운전 후의 점검,조정:● 점검,조정:○ 교환:△
최초50

200

300

400

500

●

○

○

○

△

* 500시간 이후 100시간마다 점검, 조정: 500
시간마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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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와이어의 조정볼트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3. 조작 와이어의 위치조정
- 역전측 리밋트스위치를 분해, 조립 후 반드시 B부위 치수가 3~7mm(절환암 센터와
와이어 센터거리)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범위가 벗어날 경우 리밋트스위치 위치를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주

•

의

B의 치수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냉각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점검, 교환주기
1)

B55O8A9B

(1) 정전 리밋트스위치
(2) 모터
(3) 와이어 길이조정볼트
(4) 조정볼트(역전)
(5) 역전축 리밋트스위치
(6) 조작 와이어

(7) 텐션암 조합
(8) 고정너트
(9) 발전기 지지대
(10) 절환암 조합
(11) 발전기

2. 역회전 작동시 텐션 조정: 역회전 작동
후 C부 치수가 4~6mm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범위 이상일 경우(6mm이상)

DSM70G_ko_08.indd 70

조작 와이어

시운전 후의 점검,조정:● 점검,조정:○ 교환:△

최초50

200

300

400

500

600

700

●

○

○

○

○

○

△

* 와이어 점검은 두부핀 조립부 구멍 양단 마모 유무 및 와이어 손상

2)

구동벨트

시운전 후의 점검,조정:● 점검,조정:○ 교환:△

50

100

150

200

250

300

350

●

○

○

○

○

○

△

400

450

500

550

이후

○

○

○

○

500시간마다 점검,조정: 500시간마다 교환

* 최초 사용후 50시간 후에는 필히 와이어로 텐션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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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주입
1. 정기적으로 그리스 주입개소에 그리스를 주입하여 주십시오.
2. 그리스를 도포할 때 주변청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스 주입개소
NO

적용부위

보충주기

비 고

1

발전기 지지부 베어링(2개소)

시즌 종료 후

그리스 또는 오일

2

발전기 지지대 습동면

100시간마다

청소후 도포, 발전기 내부속으로 그리스가 유
입되지 않도록 주의

3, 11

와이어 끝단 구멍과 두부핀부(양쪽)

100시간마다

4, 5

기어부위

시즌 종료 후

6, 8

스프링 훅크와 두부핀부

시즌 종료 후

7

절환암조합과 워터펌프부

시즌 종료 후

9

텐션암 측면부

시즌 종료 후

10

텐션암 그리스 닛플부위

시즌 종료 후

소량 보충

* No.10번 그리스 닛플 부에는 너무 많이 보충하면 작동시 공기구멍으로 그리스가 넘쳐 나오므로 텐션암이 완전히 밀착(역전위치)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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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이 있을 경우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의

• 그리스를 도포할 경우 그리스가 벨트
에 닿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벨트 슬
립 및 수명 저하로 냉각성능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 벨트 및 와이어 파손 등으로 냉각 팬

B55O8A1C

(1) 정전 리밋트스위치
(2) 모터
(3) 70 기어
(4) 절환암 모터
(5) 역전축 리밋트스위치
(6) 조작 와이어

이 회전되지 않을 경우 엔진 과열로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 조정, 교환이
필요하며 반드시 경보음이 울리면 엔
진을 정지하여 점검 및 조정, 교환하
여 문제 부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7) 텐션암 조합
(8) 발전기 지지대
(9) 절환암 조합
(10) 발전기
(11) 스프링

3. 시즌 작업 시작시 발전기 지지대 습동
면(No.2)으로 발전기가 원활히 움직이
는 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습동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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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관방법

1. 각부에 묻은 흙 등의 더러운 것을 깨끗
이 물로 씻고 마른걸레로 수분을 닦아
내십시오.
2. 각 회전 부분이나 절단부, 벨트, 체인 등
에 붙은 잡초나 지푸라기를 완전히 제
거하여 주십시오.
3. 각 회전부분이나 마찰부분에는 충분히
주유하여 녹이 슬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4. 각 체인에도 충분히 주유하여 녹이 슬
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5. 각부에 곡물이나 지푸라기가 남아있으
면 쥐 등에 의해 배선을 손상시킬 수 있
으므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십시오.
6.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는 보수도료를 발
라주어 녹이 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0. 배터리는 보관중에도 자연방전을 하
므로 여름에는 1개월, 겨울에는 2개월
에 한번씩 충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기에 장착된 상태로 보관할 때는 반
드시 접지측(-측)을 떼어 주십시오.
11. 예취클러치 레버, 탈곡클러치 레버는
"끊음" 으로 놓으십시오.
12. 집 밖에 둘 때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덮개를 씌워두십시오.

주

의

• 기체를 세척할 때에는 전장품에 물기
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렇지 않으면 고장이 발생될 수 있습
니다.

7. 라디에이터의 냉각수는 동절기에는 동
파 방지를 위해 배수하거나 부동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8. 엔진은 반드시 조속레버를 완전히 되돌
려 멈추어 주십시오.
9. 메인 스위치는 반드시 뽑아 보관하여
주십시오.

DSM70G_ko_09.indd 2

b61O901a

(1) 배수 플러그

(2) 라디에이터 캡

냉각수 배출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시행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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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관방법

9-

1. 라디에이터 캡을 엽니다.
2. 배수 플러그를 엽니다.
3. 배수 플러그는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
터 캡에 "물이 없음" 이라고 써서 붙여
놓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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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하고 단속해서 부저가 울린다.
즉시 할 일

원 인

부하계기가 점멸
감속한다
되고 있다

• 부하가 너무
걸려 있다

1. 계기판을 본다
곡물램프가 점멸
되고 있다
2번램프가 점멸
되고 있다

2. 수온계를 본다

수온계가 "H" 에
있다

예취작업을 중지하 • 그레인 탱크
고 예취클러치 레버, 의 충만
탈곡클러치 레버를 • 2번 스크류가
"끊김" 으로 한다
막힘(토출)
• 냉각수의 온
도가 너무 올
라가 있다

점검개소

대 책

• 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
버(자동으로 될 때)
• 공급깊이 조절위치가 적당한지 확인한다
• 수동곡물깊이스위치(수동)
• 짚절단날이 마모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
• 짚절단 칼날
고 마모되어 있으면 연마하거나 교환한다
• 곡물실(탈곡실)조절을 "표준" 또는 "열림"
• 탈곡실
으로 한다
• 곡물을 자루에 넣는다
• 호퍼, 곡물자루
• 곡물을 배출시킨다
• 2번토출
• 케이스, 통안내의 곡물, 짚을 제거한다
• 처리스크류
• 냉각수

• 냉각수의 유무, 누수(새는지)를 점검한다

• 팬 벨트

• 느슨함을 점검한다

• 방진덮개
• 라디에이터
• 오일

• 흙이나 먼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제거한다

삐-하고 단속해서 부저가 울리고 엔진이 정지된다.
즉시 할 일

원 인

점검개소

1. 예취작업을 중지하고
짚배출 반송체인이
점검용이기를 본다
• 반송부
짚배출램프가 점멸되어 막혀있다
2. 예취클러치 레버, 탈 있다
곡클러치 레버를 "끊
카터부가 막혀있다
• 절단부
김" 으로 한다

DSM70G_ko_10.indd 2

대 책
• 반송부(공급체인, 짚배출 체인의 연결부, 카터기 입
구부)에 짚이 막혀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막힘이 있
으면 청소한다
• 공급체인의 막힘은 탈곡통을 개방하여 청소한다
• 절단날이 마모되어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마모되
어 있으면 연마하거나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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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베지않고 밀어 젖히며 간다.
즉시 할 일

원 인

예취 칼날이나 반송
부에 뿌리, 흙, 돌이
나 나무 조각들의 이
물질이 걸려 있다
1. 예취작업을 중지하고 예취클러치 레버를 끊는다 예취 구동벨트가 미
끄러져 있
2.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다

점검개소

대 책

• 예취 칼날부

• 이 물질을 제거하고 칼날부를 점검한다

• 반송부

• 이 물질을 제거하고 주변을 점검한다

• 예취 구동벨트
• 예취클러치 로드

• 예취클러치 로드의 길이를 조정한다

• 분할기
뿌리가 뽑혀 반송부가
막혀 있다
• 작업속도

• 예취벨트를 교환한다
• 분할기 끝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조절한다
• 도복된 포장에서의 작업속도는 분할기가 뿌리에 닿
지 않도록 조작가능한 적정한 속도로 예취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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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즉시 할 일

원 인
연료가없다
시동모터는 돈다 연료필터
연료의 종류

점검개소

대 책

• 연료게이지

• 연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없으면 보급한다(화기엄금)

• 연료필터

• 연료필터의 막힘이 없는지 점검하고 세정한다
• 연료파이프의 꺾임, 파손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한다

• 연료의 종류

• 디젤경유를 보급한다

• 주변속 레버를 "정지" 로 한다
• 주변속 레버를 "정지" 로 하지 않으면 안전스위치가 작동되
어 엔진은 시동되지 않는 구조가 된다
• 충전한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 • 배터리(혼소리가 작다)
• 점검하고 끊겨있을 때는 예비퓨즈로 교환한다
(퓨즈블링크는 배터리박스 내측에 있습니다)
(암페어수에 주의)
주변속 레버가 "정지" 로
• 주변속 레버
되어 있지 않다

메인 스위치를
"정지" 로 한다
시동모터가 돌지
않는다
퓨즈, 퓨즈블링크(슬로
브로우)가 끊어져 있다

• 퓨즈박스
• 퓨즈블링크

B55OA01a

(1) 퓨즈박스

DSM70G_ko_10.ind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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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오후 6:22:22

고장진단 및 대책

10-

작물을 반송하지 않고 반송자세가 흐트러져 있다.
즉시 할 일

원 인
체인, 반송벨트가 느슨해져
있다

공급깊이조절이 적당하지
1. 예 취 작 업 을 중 지 하 고 않다
예취클러치 레버를 끊
김으로 한다
끌어올림부에서 반송자세가
2. 엔진은 반드시 정지시 흐트러져 있다
킨다
저속작업에서 반송자세가
나쁘다

점검개소

대 책

• 체인텐션
• 반송벨트

• 적정한 장력으로 조절한다

• 자동공급 깊이제어장치(자동)
• 수동공급 깊이스위치(수동)

• 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를 조정해서 탈곡공급구
의 "공급깊이 지시표시" 에 이삭끝이 오도록 조절한다
(작업중 확인하여 주십시오)

• 끌어올림 변속레버, 부변속 레버

• 끌어올림 변속레버, 부변속 레버를 절환한다

• 슬라이드 레일

• 끌어올림 프레임의 슬라이드 레일을 조정한다

• 부변속 레버

• 통상은 "표준" 에서 작업하지만 논두렁 베기둥에서의
저속(0.1~0.3m/초) 작업시, 공급체인으로 포기를 뽑
을 때는 부변속 레버를 "도복" 으로 해서 작업하여 주
십시오.

카터기의 자른 짚이 길어졌다.
즉시 할 일

원 인
절단날이 끊어져 있다

공급깊이가 너무 깊다
1. 예 취 작 업 을 중 지 하 고
엔진은 반드시 정지시 절단날 사이가 넓다
킨다
절단날 사이에 지푸라기가
끼어있다
절단날이 마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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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개소
• 절단날

대 책
• 새 칼날과 교환한다

• 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자동) • 제어위치 조절레버로 탈곡기 입구의 "공급깊이 지시
마크" 지시의 위치에 이삭 끝을 맞춘다
• 수동공급 깊이스위치(수동)
• 칼날간격

• 간격조절

• 칼날사이

• 제거한다

• 칼날

• 교환한다

10

2012-11-21 오후 6:22:22

10- DSM 72G / 72G-C
예취자국이 나쁘다.
즉시 할 일

원 인

점검개소

대 책
• 제거한다

칼날부에 흙, 풀이 쌓여 있다
1. 예취작업을 중지하고 예취클
칼날이 떠오른다
• 칼날부
러치 레버를 끊김으로 한다
(틈이 벌어져 있다)
2. 엔진은 반드시 정지시킨다
칼날고정 리벳이 빠졌거나
칼날이 마모되어 있다

• 칼날(상)과 칼날(하)의 간격을 조절한다
• 칼날을 교환한다

탈곡안된 이삭이 나온다.
즉시 할 일

원 인
탈곡깊이가 얕다

1. 예취작업을 중지하고 반송부
엔진 회전수가 낮다
에 있는 작업을 제거한다
탈곡통의 회전수가 낮다

DSM70G_ko_10.indd 6

점검개소

대 책

• 탈곡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자동) • 공급깊이 제어위치 조절레버로 탈곡기 입구의 "공
급깊이 지시표" 의 지시위치에 이삭끝을 맞춘다
• 수동탈곡 깊이위치(수동)
• 회전계

• 회전계를 보면서 조속레버로 정규회전에 맞춘다

• 탈곡클러치의 텐션 스프링
• 탈곡통 텐션 스프링

• 표를 보고 텐션을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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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및 대책

10-

곡물의 비산이 많다.
즉시 할 일

원 인
엔진 회전수가 높다

점검개소
• 회전계

탈곡실처리조절이 지나치게
• 탈곡실처리조절
1. 예취작업을 중지하고 반송부 열려 있다
• 풍구풍력 조절레버
에 있는 작물을 제거한다
탈곡선별의 조절이 부적당
• 체프 열림량 조절암
시브케이스 보조의 조절이
• 시브케이스 보조
지나치게 닫혀 있음

대 책
• 회전계를 보면서 조속레버로 정규회전시킨다
• 탈곡실처리조절을 "표준" 또는 "닫힘" 쪽으로 조절한다
• 풍구풍력을 "약" 쪽으로 조절한다
• 체프 열림량을 "열림" 의 방향에 조절한다
• 시브케이스 보조를 기체 앞쪽으로 조절한다

2번 스크류가 막혀 있다.
즉시 할 일

원 인

2번 스크류 회전수가 부족
1. 탈곡클러치를 "끊음" 으로 하
고 엔진을 정지시킨다
탈곡선별 조절이 부적당

점검개소

대 책

• 벨트길이

• 표를 보고 텐션을 늘린다

• 풍구풍력 조절레버
• 체프 열림량 조절암

• 작물 조건에 대한 표준 탈곡조절 위치범위를 참고하여
다시 조절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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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이 나쁘다.

즉시 할 일
"벼"
"보리"

작은 줄기가 많다
이삭잘림이 많다
수염이 떨어지지 않는다
겉껍질이 없어지지않는다(탈피
되지 않는다)

"벼/보리"
지푸라기, 먼지가 들어있다

원 인

점검개소

엔진 회전수가 낮다

• 회전계

• 회전계를 보면서 조속 레버로 정규회전에 맞춘다

탈곡실처리조절이 열려있다

• 탈곡실처리조절

• 탈곡실처리조절을 "표준" 또는 "닫힘" 쪽으로 조
절한다

체프 열림량 조절이 지나치게
• 체프 열림량 조절암
열려있다
• 회전계

• 회전계를 보면서 조속 레버로 정규회전에 맞춘다

풍구풍력 조절이 약하다

• 풍구풍력 조절레버

• 풍구풍력 레버를 "강" 으로 조절한다

시브케이스 보조가 열려있다

• 시브케이스 보조

• 체프 열림량 조절암을 "표준" 또는 "닫힘" 쪽으로
조절한다
• 시브케이스 보조를 기체뒤쪽으로 조절한다

엔진회수가 높다

• 회전계

• 지푸라기를 제거
• 곡물이 막혀있으면 1번 베벨케이스를 청소한다
• 회전계를 보면서 조속레버로 지침을 녹색선 최하
선에 맞춘다

탈곡실처리조절이 닫혀있다

• 탈곡실처리조절

• 탈곡실처리조절을 "열림" 쪽으로 조절한다

풍구풍력 조절이 약하다

• 풍구풍력 조절레버

• 풍구풍력 조절레버를 "약" 쪽으로 조절한다

풍구의 바람 통로에 지푸라기,
• 풍구 바람 통로
곡물이 막혀있다

체프 열림량 조절이 지나치게
• 체프 열림량 조절암
열려있다

DSM70G_ko_10.indd 8

• 체프 열림량 조절암을 "닫힘" 쪽으로 조절한다

엔진 회전수가 낮다

체프 열림량이 지나치게 열려
• 체프 열림량 조절암
있다

"벼/보리"
곡물의 손상이 많다

대 책

• 체프 열림량 조절암을 "열림" 쪽으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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