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가족이 되신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동 DP488 이앙기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이앙기를 올바르게 취급하는 방법, 정기점검 또는 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본기의 우수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본 설명서를 잘 읽으신 후, 부표의 점검 정
비표에 따라 일상적인 보수, 점검, 정비, 급유 등을 충분히 하고 계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으로 보다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의 성과를 새로운 기술로 바로 제품에 적용
하였으므로 구입하신 이앙기와 본 설명서가 다소 다른 경우도 있사오니 양지하시고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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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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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이앙기를 대여 또는 양도되는 경우는, 이 사용설명서를 이앙기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에서는 안전상 중요한 사항을 (

,

,

) 로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심벌마크

정

의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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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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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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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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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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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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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되거나 훼손된 명판은 가까운 대리점에서 구입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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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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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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 관련 "사용과 폐기" 에 관한 안내사항
폐사는 농기계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서 경영활동 중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며 자
원절약을 통한 모든 경영활동을 "환경 친화적" 체제로 운영하고 전 종업원은 환경법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고객 및 이해 당사자가 이용가능 하도
록 하여 환경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도 "사용과 폐기" 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본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과부하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부하 작업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과부하 작업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된 배기가스는 우리가 숨쉬는 지구 환경,
즉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직접 각종 오일(엔진, 미션, 유압 등)을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새로운 오일을 보충하면서 발생되는 폐오일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토양과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폐오일은 폐사 대리점에 갖다 주셔서 적법하게 폐기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바르게 사용 조작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수명이 끝나더라도 아무 곳에나 방치(폐기)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들이 폐기(방치)
한 제품에서 흘러 내리는 녹물과 오일 등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명이 끝난 제품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허가 받은 "폐농기계 수거업체" 로 의뢰하여 적법하게 폐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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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안전 준수사항
일반 주의사항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위험, 경고, 주
의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 하였으므로
자세히 읽고 숙지하신 후 안전작업에
임해 주십시오.
또한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전 설
명은 이앙기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본문 내용에서 동일하게 설
명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
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 음주자

헬멧

• 임산부

몸에 맞는 옷

• 18세 미만인 사람
• 운전면허 미소지자

소매가 딱 붙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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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

운전자는 건강에 유의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C56O101a

작업에 맞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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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춤에 끼워둔
수건
슬리퍼
C56O102a

[지키지 않으면] 옷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
가거나 발이 미끄러져 예기치 못한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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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및 a/S요령

이앙기의 운전, 정비 및 수리등의 작업은
수반되는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기
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1-

1

관련사고 예방수칙 및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과 안전표준 및 도로법규를 준
수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승인되지 않은
개조로부터의 발생되는 손상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11O101B

본 이앙기는 기본적으로 농업용 또는 유
사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는 보증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여
초래되는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이것은 전적으로 사용
자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보증된 사용은
제조사에 의해 정한 운전, 서비스 및 정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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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O103a

이앙기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도 함께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대여해 준 이앙기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
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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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점검

주

[지키지 않으면] 연료등에 인화되어 화상
을 입거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의

• 사용설명서 위험, 경고, 주의 명판을
자세히 읽은 뒤 운전하십시오.

488O101b

급유 및 주유시에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실외에서 점검 및 청소를 하여 주십시오.
엔진이 가동중이거나 엔진이 가열된 때는
급유 및 주유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연료
보충시에는 라이터, 담배 등 인화성이 높
은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연료를 주입한 후에는 연료 캡을 완전
히 닫고 주위에 흘러 내린 연료를 깨끗
이 닦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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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 운전

1

456O004A

488O102b

옥내 및 밀폐된 장소에서 시동을 걸 때는 창
이나 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 주십
시오.
•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 장시간
공회전이나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456O004a

엔진을 시동할 때에는 반드시 변속을 중
립으로 하고 주클러치를 “끊김” 에 놓고
이양클러치를 “기체고정" 으로 놓으십시
오.

456O005a
456O005A

전진, 회전, 후진 때에는 주위의 사람들에
게 신호를 보내고 기계 부근에 사람이 없
는지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배기가스 중독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산소결핍으로 뇌
손상 또는 사망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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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 교통법규를 준수 해야 합니다.
• 야간 도로 주행은 가능한한 삼가시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전조등을 켜서
자동차 추돌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도로에서는 전후, 좌우를 확인하며 저
속차선으로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 야간 이동시에는 라이트를 켭니다.
456O006A

456O006a

동력전달 장치, 회전부, 이앙부 등의 위험
한 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56O007A

456O007a

• 이앙작업 중에는 절대로 주행 (이동)
속도로 하지 마십시오.
• 변속 할 때에는 반드시 주클러치 이
앙클러치를 끊고, 엔진을 저속으로
한 후 조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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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를 보급할 때에는 주클러치 이앙
클러치를 끊고 엔진을 저속으로 하
여 보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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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농로·지면이 고르지 못한길·
고갯길 주행
• 좁은 농로나 지면이 불규칙한 길은 저
속으로 주행합니다.
• 맞은편 차를 피할 때 전복될 수 있으므
로 길가로 바짝 붙지 않습니다.
• 지반이 약한 도로 가장자리나 풀이 무
성하게 자란 곳은 주행하지 않습니다.
• 오르막길에서는 급발진을 하지 않습니
다.
668O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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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차 · 주차
• 평지에서는 변속레버를 "중립"에 놓은
뒤 이앙부를 내리고 엔진의 시동을 끄
십시오.

1

• 고갯길에서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불
가피할 경우에는 고임목을 고입니다)
• 이앙기에서 하차시에는 시동키를 빼냅
니다.

• 내리막길에서 변속을 포장작업, 전진으
로 바꾸고 서서히 밟아 저속 운전하십
시오.
• 경사면에서 위험한 경우, 이앙기를 정
지시키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후에 변속 레버를 중립에
위치시키십시오.
• 경사면에서 변속레버를 "중립" 으로 하
지 마십시오.
• 고갯길에서는 변속레버를 조작하거나,
"<N>(중립)"에 놓지 마십시오.
• 고갯길 앞에서 일단 정지해 변속 레버
를 포장작업에 놓고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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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차량에 싣거나 내리기

트럭 등으로 운반
는 전진으로 저속 운행해야 합니다.
• 발판 위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456O009A

456O008a
456O008A

• 충분한 강도, 폭, 길이(적재높이의 4배
이상), 미끄럼 방지 후크가 있는 발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운반차량의 짐칸과 직선이 되도록 발판
을 걸치고 후크가 제대로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위를 확인하고 이앙기 주위에는 사람
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 변속 레버를 "포장작업" 으로 하십시오.
• 이앙기를 적재할 때는 후진, 하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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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등으로 운반 할 때 싣고, 내리는
중에 트럭이 이동되지 않도록 반드
시 트럭의 주차브레이크를 당기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고여 주십시오.
• 변속레버를 포장, 후진으로 놓으십
시오. 악셀레버를 서서히 당겨 주십
시오.
• 로프는 전륜과 후륜에 걸고 단단히
고정해 주십시오.
• 묘탑재대, 예비묘탑재대에 있는 물
건은 반듯이 내려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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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작업장 출입

작업장에서의 작업

작업중 점검

• 두렁을 넘을 때에는 이앙기가 두렁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저속으로 운전하십
시오.

• 모를 보급할 때는 엔진 회전을 저속으
로 하십시오.

•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시
동을 꺼 주십시오.

• 회전부분, 작동부분, 고온부에서 접촉
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이앙부를 올려 점검할 때는 유압 승강
고정을 하고 이앙부의 낙하를 방지해
주십시오.

• 턱 높은 두렁, 도랑, 건너기, 급경사시
에는 발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를 때는 후진, 내려갈 때는 전진으로
이동하십시오.
• 두렁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며 천천
히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 보조자가 있는 경우는 서로 신호로 확
인하도록 하십시오.
• 논두렁 끝에서 선회할 때는 논두렁 주
위의 사람이나 물건에 충분히 주의하십
시오.

1

• 엔진 주위의 점검은 엔진이 식은 후 실
시하십시오.

• 작업 중에는 포장지에 사람이 들어오거
나 기계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
십시오.
• 웨이트를 대신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싣
지 마십시오.
• 야간작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 이앙암 집게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완전하게 멈춘 것을
확인하고 제거해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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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료 · 보관

정비점검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평지에서 이앙부를 내린 다음 엔진 시
동을 끄고 키를 빼내십시오.
• 엔진, 연료탱크 주변을 청소하십시오.
• 머플러, 라디에이터 등은 냉각되기 전
까지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보관용 커버는 엔진이 식은 후 덮어야
합니다.
456O013A

456O012a

456O013a

• 평탄한 곳에서 엔진을 끄고 각 클러
치를 끊어 기체를 완전히 멈춘 다음
사용설명서에 준해 행하십시오.

• 정비점검 중에는 고온부(소음기 따
위) 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 이앙부나 이앙집게 등을 조정, 점검
할 경우 엔진 하부에 받침대를 고이
고 안정한 상태에서 하십시오.

반드시 식은 다음에 정비점검을 하
십시오.

• 이앙집게 등 예리한 부품 교환은 손
이 다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십시
오.

DP488 이앙기-한글판-01.ind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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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및 a/S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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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 사용조건에 대해서

논 조건이나 모 조건에 따라 이앙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기계의 조정이나 부품장착 또는 그 조건에 적합한 기계의 사용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표와 같은 조건이 예상될 때에는 표준 출하상태로써는 의도한 대로 사용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앙시
기가 오기 전에 구입한 대리점 또는 당사에 상의해 주십시오.
항목

논

모

적합하지 못한 사용조건

논 깊이

• 경반까지의 깊이가 35cm 이상인 깊은 논
• 경반까지가 10cm 이하인 얕은 논

논 토질

• 사질이 많은 논 (손으로 심어도 심기 곤란할 정도의 논)
• 강 점토질의 논 (보행이 곤란할 정도의 점토질 논)

논의 굳기

• 너무 부드러운 논(발을 덮을 정도)
써레질 후 며칠 있어도 표면이 굳지 않아 흐물흐물하게 부드러운 곳 (발자국이 곧 묻힐 정도의 논)
• 곧 굳거나 써레질 후 며칠이 지나 굳어진 논(손으로 심더라도 손가락이 아플 정도)

물 유무

• 수심이 평균이 3cm를 넘는 논
• 물기가 적어 차륜에 흙이 엉겨 붙을 정도의 논

협잡물

• 그루갈이 흔적 따위로 그루터기, 지푸라기 또는 잡초가 충분히 썩지않아 써레질을 하여도 노출되어 있는 논

모판 흙

• 사질이 많아 모판흙이 부서지기 쉬운 모
• 뿌리 뻗음은 좋으나 뿌리를 잘라내므로 모판흙이 부서지기 쉬운 모
• 모판 흙의 두께가 2cm이하인 모

모 크기
모의 소질
파종량

DP488 이앙기-한글판-01.indd 11

1

• 뿌리 뻗음이 나빠 모판이 부서지기 쉬운 모
• 모판 흙의 두께가 3.3cm이상의 모

• 뿌리가 너무 뻗어 헝클어진 모의 키
• 키가 8cm이하인 모
• 연약하고 웃자란 모
• 생육이 고르지 못하거나 민둥산이 된 부분이 있는 모

• 파종이 고르지 못한 모

• 최아볏씨로 1상자당 250g이상 파종한 묘

• 최아볏씨로 1상자당 90g이상 파종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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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A/S 문의를 위하여
이앙기 기대명판 부착위치

자가 정비시 주의사항
조속기 봉인장치 조정 및 개조금지

본사의 대리점에서는 새 이앙기에 관심이 있
으신 고객님께서 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
용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설명서를 읽
어 보신 후에는 스스로 정기점검과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품이나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점
으로 문의하십시오.

488O003B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하신 대리점이
나 1588-2172로 문의해 주시고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대동 이앙기 기대 명판위치

대리점 연락처는 본 메뉴얼 말미에 첨부되었
습니다.
• 형식명: DP488

엔진

MODEL명: DP488
형식: 보행이앙기
제조번호 :

기종 및 형식명 : GT600PN
정격출력및회전속도:2..9kw/3,200rpm
최대출력및회전속도:3.3kw/3,200rpm
제조번호 : 실린더 블록

제조년월 :
년
월 제조번호 : 실린더 블록
제조업체(제조국) : 대동농기(안휘)유한공사(중국)
공급업체 : 대동공업주식회사
공급업체 주소 : 대구 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2
공급업체 전화 : (053) 610-3000

456O016b

(2) 기대명판 내용

DP488 이앙기-한글판-01.indd 12

• 기대번호: 기대명판 참조
• 고장내용: 최대한 상세히 설명

주

(1) 엔진 봉인장치

자가 정비시 엔진 조속기 등 봉인이 된 장치
를 개조하거나 조정하지 마십시오. 보증수리
의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품명: 보행 이앙기
대동 보행이앙기

488O002A

의

• 부속품이 필요하신 경우 대리점에 이앙
기의 명칭, 제조번호, 부품번호 등을 알
려 주십시오.

• 이앙기를 개조하신 경우 품질보증의 대
상이 되지 않습니다.
• 노후되거나 훼손된 라벨은 가까운 대리
점에서 구입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해
주십시오.
• 엔진 위의 봉인고정 부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봉인이 벗겨져 있는 경우 보
증수리의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13-06-26 오후 2:41:30

안전작업 및 a/S요령

경

고

• 엔진은 최상의 상태로 출하되므로 속

1- 13

1

도제한 고정 부품을 건드리거나 분리
하지 마십시오. 임의로 건드리거나
분해 시 폐사는 어떠한 수리 서비스
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

의

• 본 이앙기는 공장출하 시에 각부에 급
유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용 전에 반
드시 급유를 해 주십시오. 오일을 넣지
않은 이앙기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경

고

• 제품을 임의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하여 발생한 문
제에 대해서는 본사가 책임지지 않습
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1.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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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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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

각부의 명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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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각부의 명칭

(1) 조향클러치 레버(좌)
(2) 표시봉 조작레버(좌)
(3) 사이드 플로트(좌)
(4) 정지버튼
(5) 쵸크 와이어
(6) 묘보급량 조절레버
(7) 이앙클러치 레버
(8) 주클러치 레버
(9) 조속레버
(10) 조향클러치 레버(우)
(11) 표시봉 조작레버(우)
(12) 사이드 플로트(우)
(13) 심음깊이 조절레버

488O101A

DP488 이앙기-한글판-02.ind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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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

(1) 시동 손잡이
(2) 묘탑재대
(3) 가로이송 지지쇠
(4) 뒤표시봉
(5) 미끄럼판
(6) 이앙암
(7) 변속레버
(8) 예비묘탑재대
(9) 라이트
(10) 마스코트
(11) 에어클리너
(12) 센터 플로트
(13) 앞표시봉

2-

2

488O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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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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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전 점검

시동 전 연료, 엔진오일 및 그리스 주유................................... 3-2
가솔린 ..........................................................................................3-3
엔진오일 ......................................................................................3-3

3

3

밋션오일 ......................................................................................3-3
그리스 ..........................................................................................3-3
밋션오일 또는 그리스 ..................................................................3-3
그리스 또는 엔진오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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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P488
시동 전 연료, 엔진오일 및 그리스 주유

엔진에 시동을 걸기 전에 아래표의 각 항
목에 따라 연료와 용량을 점검하십시오.

주

의

• 연료 급유 시 이물질이나 물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엔진오일 급유 시 부속 깔대기를 사
용하면 쉽게 급유할 수 있습니다.

급유개소
연료탱크
엔진오일

기어케이스

요

• 급유 시 엔진을 정지하십시오.
• 급유 중 화기 엄금.
• 넘쳐 흐른 연료는 완전히 닦아 내십
시오.

• 기체를 가장 낮은 상태로 하십시오.
• 기체를 수평으로 하여 급유하십시오.

무연 휘발유
엔진오일
(SAE 10W-30,API분류SE
급 이상)
밋션오일
(S A E 75W-80, A P I 분 류
GL-3급 이상)

오일량
약 4.0ℓ
기체를 수평으로 하여,급
유구 가득히 약 0.55ℓ
기체를 수평으로 하여 오
일을 검유구 가득히 약
3.2ℓ

미끄럼판
묘탑재대 연결판

중

종류

그리스 또는 밋션오일

적당량

이송축
1. 주 클러치 레버 지점
2. 이앙 클러치 레버 지점
3. 유압작동 암지점
4. 플로터 요동부
5. 변속 레버부
6. 변속로드 연결부
7. 롤링 고정핀 지점
8. 세로이송 연결부

그리스 또는 밋션오일

적당량

9. 차륜조절 연결부
10. 센서로드 지점 및 연결부
11. 조향클러치 레버부
12. 각 와이어 조절부
13. 각 와이어 및 와이어 연결부
14. 예비 묘탑재대 고정 레버 및 고정핀
15. 뒷 가름자 지점 및 레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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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전 점검
가솔린

밋션오일

488O201B

(1) 연료탱크 캡

그리스

488O203A

(1) 기어케이스 급유구 (2) 기어케이스 검유마개
(3) 기어케이스 배유구

엔진오일

488O204A

(1) 이송축

DP488 이앙기-한글판-03.indd 3

(2) 미끄럼판

밋션오일 또는 그리스

488O205A

488O202A

(1) 크랭크케이스 급유구

3-

(2) 크랭크케이스 배유구

(1) 연결부

2013-05-16 오후 1:51:41

3- DP488
그리스 또는 엔진오일

488O206A

(1) 이앙클러치 레버의 연결부
(2) 주클러치 레버의 연결부

488O207A

(1) 플로터 요동부

488O209A

(1) 유압작동 암부

DP488 이앙기-한글판-03.indd 4

488O208A

(1) 플로터 요동부

488O210A

(1) 플로터 요동부

488O211A

(1) 변속레버부

(2) 변속로드 연결부

2013-05-16 오후 1:51:48

운행전 점검

488O212A

(1) 롤링 고정핀부

488O215A

(1) 세로이송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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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O214A

488O213A

(1) 차륜조절 연결부

3-

(1) 조향클러치 레버부 (2) 와이어 연결부

488O216A

(1) 센서로드 지점 및 연결부 (2) 와이어 연결부

488O217A

(1) 조향 클러치 와이어

(2) 수지볼트

2013-05-16 오후 1:51:55

3- DP488

488O219A

488O218A

(1) 마크와이어(좌우 교차부분)
(2) 유압와이어(승강 와이어) (3) 롤링 와이어(이앙작업)
(4) 이앙클러치 와이어
(5) 주클러치 와이어

DP488 이앙기-한글판-03.indd 6

(1) 뒷가늠자 레버부

488O220A

(1) 안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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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및 취급요령

각부의 기능............................................................................. 4-2
주클러치 레버 ..............................................................................4-3
이앙클러치 레버...........................................................................4-3

4

변속레버 ......................................................................................4-4
조향클러치 레버...........................................................................4-4
조속레버 ......................................................................................4-5

4

라이트 스위치 ..............................................................................4-5
표시봉 조작레버...........................................................................4-5
엔진 작동 .....................................................................................4-6
정지(엔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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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각부의 기능

(1) 정지버튼
(2) 조향클러치 레버(좌)
(3) 표시봉 조작레버
(4) 쵸크
(5) 이앙클러치 레버
(6) 주클러치 레버
(7) 조속레버
(8) 조향클러치 레버(우)
(9) 심음깊이 조절레버
(10) 모공급량 조절레버

488O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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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및 취급요령
주클러치 레버

4-

이앙클러치 레버
3. "기체고정" 으로 하면 심음부가 멈추고
유압(기체)은 자동제어 장치가 작동하
지 않게 되어 기체는 고정됩니다. 이 때
롤링 기구는 고정됩니다.
4. "상승" 으로 하면 심음부가 멈추고 기체
는 상승하며 롤링 기구는 고정됩니다.
노상 주행이나 논둑을 넘을 때에는 이
상태로 사용하십시오.
488O303A

488O302B

(1) 주클러치레버
(A) 끊김

(2) 이앙클러치 레버
(B) 연결

엔진에서 각부에 전해지는 동력을 단속시
키는 것이 주클러치 레버입니다. 레버를
위로 일으켜 세우면 엔진의 동력이 전달
되고 아래로 내리면 끊깁니다.

(1) 이앙클러치 레버
(A) 기체고정
(B) 작동

(C) 하강
(D) 상승

1. "작동" 의 위치로 하면 이앙클러치가 들
어가 심음부가 작동하고 자동제어 장지
에 의하여 유압장치에서 자동적으로 차
륜이 상하로 움직입니다. (노상에서는
기체가 하강함) 이때 롤링 기구는 해제
됩니다.

중

요

4

• 엔진을 시동할 때에는 반드시 변속을

"중립" 으로 하고 주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로 이앙클러치 레버를 "기
체고정" 또는 "상승" 으로 하십시오.
클러치가 들어가 있을 때 엔진이 걸
리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위험합
니다.

2. "끊김" 으로 하면 이앙클러치가 끊겨 심
음부가 멈추고 유압 자동제어 장치에
의해 작동하고 자동적으로 차륜이 상하
로 움직입니다. (노상에서는 기체가 하
강함) 이 때 롤링 기구는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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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레버

조향클러치 레버

주

의

• "이동" 이나 "후진" 에서는 이앙클러
치 레버는 반드시 "기체고정" 또는
"상승" 으로 하십시오.

• 레버조작은 기어가 확실히 맞물렸는
지 확인 후 주클러치레버를 "작동"
으로 하십시오..

488O304A

(1) 변속레버
(C) 심음

(A) Backward (B)
(D) 이동

(B) 중립

엔진에서 차륜에 전하는 회전속도와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레버입니다.
1. 레버를 중립 위치에서 1단만 우로 옮겨
놓으면 이앙속도가 됩니다. 이앙 시 작
업속도입니다.
2. 레버를 2단 우로 옮겨 놓으면 이동속도
가 되며 이동 주행용으로 됩니다. 이동
시 이앙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88O305B

(1) 조향클러치 레버
(A) 끊김

(B) 연결

핸들 손잡이에 달려 있는 레버로써 차축
에 전달되고 있는 동력을 좌우 각각 별개
로 끊어 방향 변경을 할 때에 사용합니다.
좌측을 꽉 쥐면 좌측의 조향클러치가 끊
겨 좌로 선회합니다. 우측을 꽉 쥐면 우측
의 조향클러치가 끊겨 우로 선회합니다.
또한 양쪽 다 쥐면 양쪽 차륜의 회전이 멈
춥니다.

3. 레버를 중립위치에서 좌로 옮겨 놓으면
후진용이 되며 기체가 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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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레버

라이트 스위치

표시봉 조작레버

488O307B

488O306B

(1) 조속레버
(B) 저속

(A) 고속
(C) 시동

핸들 손잡이 앞에 있습니다. 조속레버를
"고속" 쪽(핸들 안쪽)으로 돌리면 엔진의
회전이 올라가 이앙속도가 빨라집니다.
조속레버를 "저속" (핸들 바깥쪽)쪽으로
돌리면 엔진의 회전이 내려가 이앙속도는
늦어집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4.indd 5

(1) 라이트 스위치
(A) 점등

4-

488O308A

4

(1) 가늠자 조작레버
(B)

소등

라이트의 점등, 소등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작업을 하고 밤길을 이
동할 시 이용하십시오.

핸들의 좌우 양쪽에 장치되어 있는 레버
로써 우의 레버를 밖으로 젖히면 우의 가
늠자가 넘어지며 마찬가지로 좌의 레버를
밖으로 젖히면 좌의 가늠자가 넘어집니다.

2013-05-16 오후 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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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작동

488O309B

(1) 연료코크
(A) 닫힘

488O310A

488O306B

(1) 쵸크레버

(1) 조속레버
(B) 시동

엔진 시동

4. 쵸크를 조작하십시오.

5. 조속레버를 "시동" 의 위치에 맞춥니다.

1. 변속을 중립으로 한다.

• 연료혼합기의 농도가 진해지면 쉽게 시
동이 걸립니다.

(B) 열림

2. 주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로 하고 이앙
클러치 레버를 "기체고정" 또는 "상승"
으로 한다.

(A) 고속
(C) 저속

3. 연료코크를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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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

요

• 변속레버를 "중립" 으로 하고

주클
러치레버를 "끊김" 으로, 이앙클러치
를 "기체고정" 이나 "하강" 으로 하
십시오.

• 엔진 운전 중 및 정지 후 잠시동안은
488O311B

(A) 힘있게 당깁니다.

소음기가 뜨거우므로 접촉되지 않도
록 하십시오.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88O312A

(1) 기화기 배출 나사

6. 시동손잡이를 잡고 힘있게 당깁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립니다. (로프는 65cm
이상 당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무 당
기면 고장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 엔진에 시동이 걸린 후, 갑자기 고속

7. 시동이 걸리면 엔진의 회전상태를 보면
서 쵸크를 천천히 엽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놓아두면 기화

8. 조속레버를 중속 정도에서 5분쯤 난기
운전한 후 작업을 하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4.ind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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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을 내지 말고 난기운전으로 천천히
회전수를 올려 주십시오.
기 안의 가솔린이 기화되어 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료코크를 잠금 다음 기화기
의 배출나사를 풀어 기화기 안의 오
래된 가솔린을 배출하고 다시 연료코
크를 열어 기화기 안에 새 가솔린을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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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엔진)

주

의

주

• 장기 보관의 경우에는 가솔린은 모두

의

• 엔진을 끈 후 연료코크가 완전히 잠

뺀 다음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겼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시동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1. 조속레버를 "시동" 과 "고속" 의 중간에
두어 엔진 회전수를 천천히 올립니다.
2. 변속레버를 "심음” 에 놓습니다.
3. 이앙클러치 레버를 "기체고정" 또는 "상
승" 에 놓습니다. 도로 주행 시 이앙클러
치 레버를 "기체고정" 에 놓습니다.
488O313B

(1) 정지버튼
(A) 시동

(2) 연료코크
(B) 닫힘

1. 조속레버를 "저속" 에 두고 3분쯤 운전합
니다.

4. 주클러치레버를 위로 일으켜 세우면 전
진합니다.
• 가까운 곳에서 노상주행 시 변속레버를
"이동” 에 두면 빠르게 주행할 수 있습니
다.

2. 조작박스 내의 정지버튼을 누릅니다.
3. 연료코크 레버를 "닫힘" 으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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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정지

주

의

• 25mm 이상 깊은 논에서 사용하게
될 때 에는 출발 시 조속레버를 "고속"
으로 하여 회전수를 올려 주십시오.

488O314B

488O306B

(1) 조속레버 조절 와이어
(B) 시동

(A) 고속
(C) 저속

조속레버를 "저속" 으로 돌려 주클러치를
끊으면 기체가 정지합니다.

(1) 심음클러치 레버
(A) 작업

4

(2) 주 클러치

1. 변속레버를 "심음" 에 놓습니다.
2. 이앙클러치 레버를 "작동" 의 위치에 놓
습니다.
3. 조속레버를 "시동” 과 "고속” 의 중간에
놓고 엔진의 회전수를 천천히 올립니다.
4. 주클러치 레버를 "작동" 의 위치로 하면
차륜, 이앙부가 작동되어 이앙 작업이
됩니다
5. 조속레버 조작에 따라 엔진 회전속도가
바뀝니다. 운전에 적합한 속도를 선택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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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 중앙 선단부(감지기 로드의 위치)의

488O315A

전면 바닥에 두께 10~15cm의 상자
또는 블록형상의 물건을 놓고 핸들을
잡아 올려서 조작하십시오. 이앙클러
치를 넣어 기체가 내려 가면 이앙집
게가 노면에 닿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핸들을 조금 잡아 올립
니다.

(1) 각목

중

요

• 이앙기를 정지시켜 묘탑재대를 움직
일 때(이앙하기 위한 묘 공급 시)에는
반드시 변속을 중립에 놓고 주클러치
와 이앙클러치를 끊은 후 엔진에 시
동을 걸어 이앙클러치와 주클러치를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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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준비
논 갈이

시비

써레질

논 갈이는 조금 일찍 가을에 합니다. 가능
하면 겨울 동안에 애벌갈이를 하여 토양
을 충분히 풍화시킵니다.

1. 어린 모의 경우는 손으로 심을 때 보다
시비질을 삼가고 오히려 추비중점 시비
법을 원칙으로 하되 추운 지방과 따뜻
한 지방에서의 추비효과가 다르므로 지
역의 특징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를 사용하므로 써레질은 논 면
의 울퉁불퉁한 것이 적게 되도록 주의하
십시오. 논 갈이와 봄 갈이가 충분히 진행
되었을 경우 써레질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봄철 써레질 하기 3~7일 전에 충
분히 다시 갑니다.
논 갈이를 충분히 하면 써레질이 편합니다.
논 갈이 깊이는 12~I5cm정도가 적당합니
다.

2. 중성 모의 경우 손으로 심을 경우 큰 차
이는 없지만 모질과 이앙깊이에 따라
활착 및 분얼의 진척상태가 달라지므로
시비에 유의하십시오.

써레질 1~3일 전에는 물을 약간 빼야 합
니다. 물이 많으면 균평작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논 면의 높낮이 차이는 4cm
이하가 되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도소의 지도원이나 전
문가에게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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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준비
제초제

깊이

제초제는 약해가 적으며 잡초의 종류에
맞는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물이 깊으면 먼저 심은 이웃 모를 넘어
뜨리는 수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물
을 얕게 하십시오.

특히 생육초기에는 약해를 방지함과 동시
에 제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초제의 특
성에 적합한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주

의

• 공해를 발생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제초제 선택이나 산포방법에 유의하
십시오.

모 크기

물을 가둔 논에 제초제를 사용하면 제
초 효 과 가 떨 어 집 니 다. 따 라 서 이 앙
직전에 물을 빼 주십시오. 물 깊이는
0~3cm 이하로 하며 물에 잠긴 부분과
노출부분의 비율은 8:2정도가 적당합
니다.
수리 사정으로 물을 뺄 수 없을 경우에
는 물결이 일지 않도록 전진속도를 가
능한 낮게 하십시오.

456O601B

(1) 초엽
(3) 제1엽
(5) 제3엽

(2) 불완전엽
(4) 제2엽

5

린모

치묘

중묘

육묘기간(일)

8~10

15~20

30~45

본 잎수(매)

15~2.0

2.0~2.5

3.5~4.5

모 길이(mm)

80~100

100~150

150~200

3엽모는 심은 뒤의 활착이 좋지 않으므로 치묘
의 경우는 2.5엽이 가장 좋습니다. (배유 양분
이 남아 있는 상태) 중성모의 경우는 가능한 4
엽 정도, 키가 20cm정도일 경우 심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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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용의 문제점
북부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치묘

중묘

육묘기간(일)

20~23

약 35일

본 잎수(매)

2.0~2.5

약 3.1매

모 길이(mm)

80~120

100~120

항목

현상

1.모판이 3.3cm이상 두꺼
운모

• 이앙 집게가 모를 떼내지

2. 모판이 20cm이하의 얇
은 모 (사용곤란)

3. 모판이 부서져 있다.
(사용곤란)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4

• 모판 두께가 2.5~3.0cm
가 되도록 밑면을 잘라낸
다. (뿌리 뻗음이 좋은 모
일 때)

• 심은 상태가 나쁘다.

자세한 것은 각 지역 지도원에게 상의해 주십시오.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의 처리를 하여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해 결주가 발생한다.

처리

• 묘탑재대에서 모판이 무
너져 내린다.
• 심은 모가 흩어져 분포한
다.
• 묘탑재대의 가운데에 모
가 무너져 모 이송이 되지
않는다. 이는 모가 흩어
져 결주나 심은 상태가
나쁘게 된다.

• 심을 때, 모판에 수분이
너무 많지 않게 한다.

• 자란 상자에서 모를 들어
내지 말고충분히 관수하
여 뿌리가 뻗은 다음 사용
한다.

2013-05-16 오후 4:41:29

이앙작업의 방법

판의 수분

모 운반

이앙작업의 순서 및 방법

사용 모는 이앙 전날에 관수하고 당일 모
판 표면이 희게 마르면 사용 전에 가볍게
관수하십시오.

모는 자란 상자 채로 논까지 운반합니다.
모판이 부서지면 기계 이앙이 곤란해집니
다. 자란 모 상자는 신중히 취급하십시오.

1. 수분이 너무 많으면 모가 필요 이상 이
송되어 모 떼내는 입구에서 흩어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모판이 너무 마른 상태로 운반하지 마
십시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논의 길이를 고
려하여 모를 배치합니다. 모 한 상자로
약 200~ 250m를 심을 수 있습니다. 뿌
리 뻗음이 나쁜 모는 심는 거리가 짧아
지며 뿌리 뻗음이 좋은 모는 길어집니다.

2. 너무 마르면 떼낸 모가 흩어져 심을 때
뜬 모가 많아지기 쉽습니다.

2.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차량이나 트레
일러로 운반할 경우에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5-

A

5
456O602B

(A) 기계조간

이앙기형식과재식밀도,소요묘상자수의관계
모는 예정 수보다도 10 a 당1 ~2상자 많
게 준비해 둡니다.
평균조간=
기계조간 + 기계조간 + 기계조간 + 기계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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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5mm)

55(200mm)

Hill space within
row

어린모

치묘

3.3 ㎡이앙 포기수

1856
8

10a당 소요 모 상
자수

중묘

Hill space within
row

어린모

치묘

중묘

1508

702

3.3 ㎡이앙 포기수

1856

1508

702

12

25

9

13

27

어린모

치묘

중묘

1856

1508

702

12

16

34

어린모

치묘

중묘

1856

1508

702

16

20

42

10a당 소요 모 상
자수

60(185mm)
Hill space within
row
3.3 ㎡이앙 포기수
10a당 소요 모 상
자수

70(160mm)

어린모

치묘

중묘

1856

1508

702

10

14

30

Hill space within
row
3.3 ㎡이앙 포기수
10a당 소요 모 상
자수

80(140mm)
Hill space within
row
3.3 ㎡이앙 포기수
10a당 소요 모 상
자수

90(125mm)

어린모

치묘

중묘

1856

1508

702

13

18

38

Hill space within
row
3.3 ㎡이앙 포기수
10a당 소요 모 상
자수

※ 상기표는 계산치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이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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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전 준비
포기사이 조절

기계운반
1. 이앙기의 부판이 노면에 닿지 않도록
이앙클러치 레버를 "상승" 또는 "기체
고정" 으로 하여 기체를 올린 상태에서
주행하십시오.

주

의

• 운반차량의 탑재대보다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적재하십시오.

2. 노면이 나쁜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차량
으로 운반하여 신중히 취급하십시오.
3. 묘탑재대는 중앙에, 이앙클러치를 "체
고정" 또는 "상승" 으로 하여 주행하십
시오.
4. 비탈길에서는 절대로 변속하지 마십시
오.
차량이나 트레일러로 운반할 경우 이앙클
러치 레버를 "하강" 으로 하여 기체가 좌
우로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주

•

488O601A

(1) 손잡이

5

주간(A):125mm 주간(B):140mm 주간(C):160mm

의

심음깊이 조절레버를 가장 아래단에
고정하십시오.

• 예비 묘탑재대에 로프를 걸지 마십시

주간(D):185mm 주간(E):200mm 주간(F):215mm

오. (로프걸이는 2개 있습니다)

• 뒷 가늠자의 조작레버를 핸들에 묶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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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이송량 조절
* 본 이앙기는 어린모의 이앙성능 향상을 위하
여 가로 이송량을 32회 떼기로 채택하고 있
습니다.

주

의

잘못 바꾸어 이송시기가 어긋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절하십시오.

488O602B

(A) 묘탑재대를 끝까지 이동시킨다

488O603A

(1) 가로이송축아암
(A) 치묘 26회 떼기
(C) 어린 묘 32회 떼기

(2) 나비볼트
(B) 중묘 18회 떼기

모 종류(치묘, 중묘)에 따라 묘탑재대의
가로이송량을 달리 합니다.

26회 떼기

18회 떼기

32회 떼기

(치묘)

(중묘)

(어린묘)

1. 묘탑재대를 우측 끝까지 또는 좌측끝까
지 이동 시킵니다.

밑의 구멍에 볼

중앙의 구멍에

위의 구멍에

트를 조임

볼트를 조임

볼트를 조임

2. 세로이송 직후 이앙클러치, 주클러치를
끊습니다.

A

B

C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8

시킵니다.

• 세로이송 직후에 주클러치만 끊습니다
•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 이앙케이스 사이드에 있는 가로이송
축아암의 나비볼트를 풀어 중립(구멍
과 구멍사이)으로 합니다.

• 이앙 아암을 손으로 돌려 크랭크 위

3. 엔진에 시동을 겁니다.
4. 이앙케이스 사이드에 있는 가로 이송축
아암의 나비볼트 조립구멍 위치를 변화
시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 변속을 중립으로 하십시오.
• 주클러치, 이앙클러치를 끊습니다.
•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 이앙클러치, 주클러치를 넣습니다.
• 묘탑재대를 우끝 또는 좌끝까지 이동

치까지 움직여 놓습니다.

• 묘 가로이송 축암을 "어린모",
456O607a

"치묘",

"중묘" 로 바꿉니다.

2013-05-16 오후 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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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작업
핸들높이 조정

이앙 포기 수와 포기 사이 및 인접 줄 사이

모 보급

이앙 포기 수와 포기 사이, 인접 줄 사이는
5-6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488O605B

488O604A

(1) 손잡이
(3) 볼트

(2) 볼트

핸들의 높이는 조작박스 좌우 2개의 장착
볼트를 사용해 핸들을 상 또는 하로 하여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조정하십시오.
조정한 후 볼트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중

요

• 핸들 높이를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1)
(3)
(B)
(D)

이앙클러치 레버
기체고정
하강
작동

(2)
(A)
(C)
(E)

주클러치레버
작동
상승
끊김

5

1. 변속을 중립에 놓으십시오.
2. 주클러치 레버를 "끊김" 에 놓고 이앙클
러치 레버를 "하강" 또는 "기체고정" 위
치에 놓으십시오.
3. 시동을 끄십시오.
4. 이앙클러치와 주클러치를 넣습니다.
5. 묘탑재대를 우측 끝 또는 좌측 끝까지
이동시키십시오.
6. 세로이송 직후에 주클러치 레버를 "끊
김" 에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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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O610a

(1) 모 운반판

(A) 꽂음

7. 모 운반판을 모 상자와 모 사이에 꽂아
모를 떠 내어 주십시오.

456O611B

456O612a

(A) 얹는다

8. 모 운반판에 얹힌 채 이앙기까지 운반
하십시오.
9. 모를 묘탑재대에 얹어 모 운반판을 빼
내십시오.

주

의

• 모판이 부서지면 이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 운반판을 사용하여 부서지
지 않게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 핸들을 잡고 앞 플로트를 지면에 약

간 붙인상태에서 주클러치레버를
"끊김" 으로 하면 기체는 안정됩니다.
그 후 이앙클러치를 "끊김" 으로 하
십시오. "상승" 위치로 하면 기체가
상승하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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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요

• 심을 개수를 조절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실시하십시오.

• 어린 모(최아볍씨 200g 뿌림)일 때
모 가로이송을 어린모로합니다. 모
공급 조절레버 위치를 4단~5단으로
합니다.

488O606B

(1) 모공급량 조절레버
(A) 많게

(B)

적게

심을 개수를 고려하여 모 상자에 파종
을 하지만 (모 제작표와 씨 뿌리기 항),
심을 개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
어진 경우에는 핸들 부 좌측 아래의 방
향 모 공급량 조절레버를 윗방향으로 하
면 심음 개수가 많게 되며 아래방향으
로 하면 심음 개수가 적게 됩니다. (한포기
개수는 3 ~ 5포기가 표준입니다)

• 중성모(최아볍씨100g뿌림)일 때，모

가로이송을 중성모(중묘)로 합니다.
모 공급조절 레버위치 표준은 6~8단
입니다.

456O615a

(1) 묘탑재대
(4) 이앙집게
(7) 연결축

(2) 모배출구
(5) 볼트 조절
(A) 많음

(3) 게이지
(6) 너트
(B) 적음

5

1. 이앙 개수는 육묘상에 뿌린 볍씨의 양
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종 시
에 충분히 검토해서 뿌릴 양을 정하도
록 하고 자주 이앙개수를 조절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2. 모 가로이송을 바꿀 때에는 묘탑재대를
우측 끝 또는 좌측 끝으로 이동시켜서
바꾸어 주십시오
3. 4개의 이앙집게 중 일정 집게의 모 떼
는 개수가 항상 많거나 적어지는 현상
이 일어나면 게이지를 맞추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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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깊이 조절

가늠자 사용법

게이지 맞춘 결과 특히 많은 집게 혹은
적은 집게가 있으면 연결축 장착너트를
풀어 이앙집게가 묘탑재대 중앙에 들어
가는 양을 조절하십시오.
4. 조절 손잡이로 적은 양을 조절할 때에
는 묘 지지와 이앙암의 집게 장착볼트
가 접촉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최대로 떼는 양은 17mm 이상이 되지 않
도록 하십시오.

488O607B

(1) 심음깊이 조절레버
(A) 얕게

(1) 마스코트

(2) 앞가늠자

(B) 깊게

이앙 개수 조절 뒤, 시험 이앙을 하여 이앙
깊이를 조사합니다.
이앙깊이 조절을 이앙깊이 조절레버로 조
절할 수 있습니다. 이앙깊이 조절레버를
위로 들어 올려 고정하면 얖게 심어지고
반대로 아래로 낮추어 고정하면 깊게 심
어집니다.
1. 이앙깊이는 2~3cm가 표준입니다.
2. 키가 큰 모는 약간 깊게, 짧은 모는 약
간 얖게 심어 주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2

488O608A

똑바로 심고 인점 줄 사이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해 가늠자(마스코트, 앞 가늠자,
뒷 가늠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 마스코트는 이앙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 줄을 심었을 때 뒷 가늠자로 그은 선
에 마스코트를 맞추어 심어 나갑니다.
2. 뒷 가늠자는 가늠자 조작레버를 밖으로
젖히면 논에 선을 긋게 되므로, 이 선에
마스코트를 맞추어 심어 나갑니다. 조
절방법은 "근접 줄 사이 조절" 항을 참
조하십시오.

2013-05-16 오후 4:41:46

이앙작업의 방법

5- 13

이앙부
논 형상을 잘 검토하여 심을 방향을 결정
해 주십시오. 특히 최초의 행정은 이후의
기준이 되므로 똑바로 심도록 주의하십시
오.
이앙 전에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1. 이앙주간은 좋은가?
2. 심을 개수는 좋은가?
488O609A

(1) 가늠자 조작레버

3. 깊이는 좋은가?

(2) 뒷가늠자

이제 이앙작업을 시작합니다.
1. 시동을 겁니다.
2. 변속을 "심음" 으로 합니다.
3. 조속레버를 "고속" 쪽으로 돌립니다.
4. 이앙클러치와 주 클러치를 넣습니다.
5. 모를 심으면서 기계를 천천히 전진해
나갑니다.

456O620B

456O621B

(A,B) 조간
(C) 240~260mm

5

(D) 1 행정

1. 차륜을 논두렁에 바짝 닿게 하여 심
어 나가면 논두렁에서 24~26cm 떨
어진 곳에 심어 집니다.
2. 보행 시 이앙기의 중앙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몸을 앞쪽으로 하여
풀로트를 밟을 것 같은 자세가 좋습
니다.
3. 이앙 도중에서 기계를 멈출 때에는
주클러치를 끊습니다.

(1) 300mm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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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너무 길 때

모판 흙이 부서지기 쉬울 때

1. 모의 허리가 부러지거나 흩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1. 논이 너무 굳어지기 전에 심습니다.

2. 이앙 개수를 조금 많이 합니다.

3. 이앙 개수를 조금 많이 합니다.

3. 이앙속도를 늦추어 천천히 심습니다.
4. 충분히 써레질을 하여 흙이 약간 부드
러운 상태일 때 심습니다.
5. 이앙깊이를 약간 깊게(30~40mm) 조절
합니다. (4cm 이상 깊게 되면 생육이 늦
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6. 키가 20cm 이상 일 때에는 잎사귀 끝을
일정하게 잘라 냅니다.
모가 너무 짧을 때
1. 이앙깊이를 약간 얕게(15~25mm) 조절
합니다.
2. 부드러운 논에서의 이앙작업을 피합니
다.
3. 키가 6cm 이하일 경우 이앙작업을 진
행하기 어렵습니다.

2. 이앙속도를 조금 느리게 합니다.

깊은 논 일 때
1. 써레질을 필요 이상 하지 마십시오.
2. 논이 너무 부드럽지 않게 하십시오.
3. 포기 사이를 넓게 맞추십시오.

488O610A

(1) 유압감도조절레버

(2) 프레임

논갈이, 써레질이 충분하지 않은 논

주

의

• 흙덩이 때문에 이앙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논갈이,
써레질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1. 줄기가 여물고 건강한 모를 사용하십시
오. 웃 자란 모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물 깊이는 너무 깊지 않도록 10~30mm
사이를 유지하십시오.
3. 유압감도를 높이고 (감도 조절레버를 "강
한 포장" 으로 조절) 논 표토를 정리합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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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흙이 찰질 때(차륜에 진흙이 많이 묻을 때)
1. 논 표면에 1~3cm쯤 물을 댑니다.
2. 이앙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논 표면에 협잡물이 많을 때
1. 논 표면이 굳어지지 않도록 써레질 후
물을 뺄 때 유의합니다.
2. 이앙깊이를 약간 깊게 합니다.
488O611A

(1) 유압감도조절레버

(2) 프레임

488O612A

(1) 유압감도조절레버

(2) 프레임

논의 표면이 너무 부드러울 때

논의 표면이 너무 단단할 때

1. 물을 빼고 이앙 날을 미뤄 표면을 굳힌
뒤 작업하십시오.

1. 표면을 가볍게 써레질 하여 이앙시기
전에 굳어지게 합니다.

2. 전진속도를 늦게 합니다.

2. 감지압을 높게 합니다. (유압감도 조절
레버를 "강한 포장" 의 위치로 고정시킵
니다)

3. 약간 깊게 (3~4cm) 심습니다.
4. 감지압을 낮게 합니다. (유압감도조절
레버를 "강한 포장" 의 위치로 고정시키
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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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O624B

논의 표면이 너무 굳었을 때

(A) 심어 나아갈 방향

1. 표면을 가볍게 써레질 하여 이앙 시기
전에 굳어지게 합니다.

심어 나아갈 방향 (다음 그림 참조)
1. 논가 두렁이 직선형일 경우 논가에서
부터 심습니다.

2013-05-16 오후 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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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방법
이앙기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다음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1. 선회하고 싶은 곳에서 주 클러치를 " 으
로 합니다.
2. 엔진의 회전수를 낮추고 이앙클러치를
"끊김" 으로 합니다.
3. 선회하는 쪽의 조향클러치를 잡고 주
클러치를 넣어 주십시오.
456O625B

456O626B

(A) 심어 나아갈 방향

(A) 심어 나아갈 방향

2. 양쪽 논두렁이 곡선형태인 논은 안쪽부
터 순차적으로 심습니다.

3. 양쪽 중 어느 한 쪽이 곡선으로 삼각형
모양인 논의 경우 곡선인 쪽부터 심습
니다.
4.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써레질을 합
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6

4. 핸들을 조금 잡아 올려 선회하고 다음
의 행정으로 기계를 진행합니다. (표시
봉이 기계의 중심에 오도록 합니다)
5. 이앙클러치를 작동" 으로 하고 뒤표시
봉 레버를 내립니다.
6. 주클러치를 넣고 엔진 회전수를 서서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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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클러치에 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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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보급

의

• 이앙작업 중 안전 클러치가 작동되어
이앙부가 정지되면 재빨리 이앙클러
치를 끊고 엔진을 끈 후 장애물을 제
거하십시오.

1

3
2
456O627B

(1) 차륜이 1/3 회전한 곳에서 다시 클러치를 풀고 90° 회전
(2) 90° 돌린 곳에서 한 번 조향을 되돌림
(3) 심음 시작과 끝을 일치 시킴

1. 작업에 미숙한 시기에는 선회폭이 작아
지기 쉬우므로 천천히 크게 선회하십시
오.
2. 논머리 땅을 기계로 심을 때에는 양끝
을 충분히 남기고 선회하십시오. 4줄 심
기이므로 1번 왕복으로 2.4m가 심어집
니다
3. 논의 물 깊이가 아주 깊은 논에서는 이
앙클러치 레버를 "상승" 으로 하여 기체
를 올려서 선회합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7

• 안전클러치가 작동되어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면 클러치가 마모되고 쉽게 끊
어져 이앙 불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488O613A

(1) 선 위치까지 오면 모을 보급한다.

5

묘탑재대의 남은 모가 붉은 선 위치에 이
르면 모를 보급해 주십시오. 논 길이를 고
려하여 선회 시 모를 보급하십시오.
1. 보급할 때에는 이앙클러치는 그 상태로
유지하고 주클러치를 끊어 주십시오.
2. 보급할 때에는 묘탑재재를 끝으로 이동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모가 완전히 없
어졌을 경우에만 끝으로 이동시켜 세로
이송 휠이 회전한 후에 가로이송을 정
지시켜 모를 공급합니다.
3. 보급 모와 남은 모를 맞추어 주십시오.

2013-05-16 오후 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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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식 예비 모 탑재대의 사용방법
예비묘 탑재대는 전후로 슬라이드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얕은 논에서는 후방의 위치로, 깊은 논에
서는 전방의 위치로 고정시켜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1. 레버를 눌러서 예비묘 탑재대를 몸쪽으
로 당깁니다. 모는 상단에 3매, 하단에
1매 얹을 수 있습니다.
2. 모는 상자 채로 얹습니다. 뿌리 뻗음이

456O629a

나쁜 모는 모 운반 판을 모 상자에 끼워
넣어 예비묘 탑재대에 얹어 둡니다.

(1) 묘탑재대
(A) 미끄럼판
(2) 보급 모와 남은 모를 맞추어 주십시오.

3. 레버를 눌러서 예비묘 탑재대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456O630B

(A) 핸들을 낮추듯이

중

요

• 모 보급할 때에 이앙 클러치레버를
"상승" 으로 하여 기체를 들어 후방
으로 젖히는 방법은 위험하므로 절대
로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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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멈추개 사용법
모 지지대장치 조절

456O633B

488O614A

(1) 모 멈추개(4개)

(1) 모 멈추개

456O635B

(1) 모 탑재대
(3) 모 누름봉

(2) 모 지지대 레버

5

뿌리 뻗음이 나쁜 모나 모판흙이 잘아
부서지기 쉬운 모를 정상적으로 심기
위해 모 지지대를 정해진 위치로 조절
해 줍니다.
사용방법

456O634B

(1) 돌아옴(4줄 심음)

(2)갈 때(2줄 심음)

(3)6줄 남김

예를 들어 논 두렁 옆에 심어야 할 6줄이 남아 있는 경우, 갈 때에는 2줄만 심어 돌아올
때는 4줄을 심게 됩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19

모 멈추개를 사용할 때에나, 모판이 너
무 두꺼운 모는 모가 모 지지대와 모 대
에 끼기 때문에 모가 내려가지 않고 모
판 흙이 얇은 모는 부서져 결주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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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모용 모 누름봉1 사용법

주

• 조절을

의

하지않고 사용하면 모판
흙이 두꺼운 모는 모가 모 지지대
와 모 대에 끼이기 때문에 모가 내
려가지 않고 모판 흙이 얇은 모
는 부서져 결주가 되는 수가 있으므
로 주의하십시오.

차륜자국 없애기(표준부속품)

• 이앙모가 l0cm이하로 짧을 때에는 추
가 부속품 모 누름봉 1을 사용하십시오.
• 중성 묘 이앙 시에는 모 누름봉 1을 제
거하는 편이 좋습니다.

456O636B

(1) 볼트
(3) 정지판

(2)정지판 상대판

비교적 굳은 포장에서 차륜자국의 요철이
생길 경우에는 볼트를 풀어 정지판을 내
려서 사용합니다.
정지 판의 상하위치는 포장의 상태에 맞
추어 그림의 볼트를 풀고 조정하십시오.
깊이는 연할 포장에서는 정지판을 올려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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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 상하량 조정

1: 258.5mm
2: 228.5mm

A

B
456O638B

(1) 258.5mm
(A) 깊게(420mm)

(2) 228.5mm
(B) 표준(350mm)

본답관리

물 관리

어린모 및 치묘의 이앙은 중묘 이앙에 비
해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은 짧지
만, 본답 생육 기간이 길다.

분얼기에 들 때까지는 (이앙 15일경까지) 얕
은 물로 하여 생육을 촉진합니다. 분얼 후
기에는 줄기 수가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
도록 중간에 물빼기를 철저히 하여 줄기
수를 억제합니다.

출렵기 역시 어린모와 치묘는 중묘보다
늦으므로 중묘보다 조금 일찍 (7~ 10일)
이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분얼 발생이
늘어 이삭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
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생육 후기에 추수 저감이 되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5- 21

5

특히 심한 습전이나 심전에서는 차륜이
높은 편이 작업에 좋습니다.
차륜 상하량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체를
낮추어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연결관의
핀 고정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차륜 상하량 조정 (출하 시 기준)
출하 시에는 연결관의 바깥 구멍에 차륜
조절암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연결관 길
이: 258.5mm) 특히 깊은 논에서는 연결관
의 안쪽 구멍에 차륜 조절암을 고정하여
주십시오. (연결관 길이 :228.5mm) 상하
조절량은 표준 35cm, 깊게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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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시비
시비방법은 관례에 준하지만 시비량은 성
묘 이앙에 비해 같은 양 이나 약간 많게 합
니다.
1. 일반적으로 일찍 심으면 영양 생장기간
이 길어져 중간 추비를 약간 늘려 (한대
지역보다 더 이르도록) 출수 전 35일 경
추비는 파힙니다.
2. 유 수 형 성 기(출 수 전 20~24일)에 질
소비료 1.5kg/10a를 사용하는 것은 효
과가 높으며 일부에서는 실비(출수 전
10~12일)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늦게 심으면 기비 중심으로 해야하며
추비도 유수 성형기에 소량을 해야 됩
니다.
4. 고냉지 화산재 부식 질 논에서는 고형
비료의 기비사용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
니다.

제초

주

의

• 각 지역의 기상 조건, 품종에 따라 시
비법은 다릅니다. 상세한 것은 지도
소나 연구기관과 상의하십시오.

1. 생육 초기는 약해가 적은 제초제를 택
하십시오.
2. 제 초 제 는 이 앙 전 에 뿌 리 는 방 법
과 이앙 후에 뿌리는 방법이 있습
니다. 이앙 전일 경우 이앙 전 2~4일에
제초제를 뿌립니다.
3. 이앙 후에 뿌릴 경우 활착 초기 생육상
태를 보고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약해가 없도록 얕은 물 상태에서 뿌립
니다.
뿌릴 시기가 늦어지면 제초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잡초가 많은 논이나 가스 발생이 있는
논의 가스를 뺄 때는 중경 제초기를 사
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상세한 것은 각 지역의 지도소나 연구기
관과 상의하십시오.

5. 일찍 심어 많은 이삭수를 빨리 확보하
고 결실을 좋게 하는 것이 수확을 늘리
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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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 방지
1.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낮에 논을 잘
관찰하고 발생 예상 정보에 주의하여
빨리 방제하십시오.
2. 멸구류 해충은 모판이나 일찍 심은 벼
에 모이며 줄무늬 엽고병은 멸구류 해
충에 의해 매개되므로 관례보다 7~10
일 일찍 심는 기계 이앙의 경우 생육초
기에 주의하십시오.
3. 나방류의 해충은 한대지역에서 일찍
심을 때에 발생되기 쉬운 해충입니
다. 난대 지역에서도 조기재배의 경우
에는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
시오.

주

5

의

•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농약를 택해,
사용은 약제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올
바르게 실시하십시오.

• 살포시에는 마스크 등을 사용하고 또
한 주위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
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23

2013-05-16 오후 4:42:06

MEMO
메 모

DP488 이앙기-한글판-05.indd 24

2013-05-16 오후 4:42:07

정비점검

길내기 운전............................................................................. 6-2
사용전 점검과 정비 ................................................................. 6-2

6

각부의 오일 교체，점검과 정비 .............................................. 6-2
정비와 점검 표 .............................................................................6-3
오일 교체 .....................................................................................6-4
연료필터 청소 ..............................................................................6-4
에어클리너 청소...........................................................................6-5
점화플러그 청소...........................................................................6-5
사용 후 정비 ................................................................................6-6

6

장기 보관 시 정비 ........................................................................6-7
엔진..............................................................................................6-8
이앙기 정차 시 주의사항 .............................................................6-9

DP488 이앙기-한글판-06.indd 1

2013-05-16 오후 2:01:52

6-

2ZS-4B(DP488)

길내기 운전

이앙기 각 부에 길을 내기 위해 실시한 것
으로 100㎡쯤 사용할 때까지 엔진을 고속
회전하지 마십시오.

사용전 점검과 정비

사용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
십시오.
1. 엔진 크랭크 케이스(내부)와 기어 케이
스 안의 오일을 점검하십시오. 부족할
때엔 보충합니다.
2. 연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부의 오일 교체，점검과 정비

주

의

• 급유, 점검, 정비는 경사가 없는 평탄
한 곳에서 각 클러치를 끊고 시동을
끈 후 진행하십시오.

• 급, 배유 중에는 엔진을 끄고 화기를
멀리해 주십시오.

3. 각 미끄럼 부에 오일이 주유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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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점검표

항목

교환과 점검 ·정비기간

오일종류

급유량

매일 사용 전에 급유할 곳은 3-2페이지 참고

-

-

25~30시간
사용 후

엔진오일(가솔린, 등유 엔진용)
SAE 30 또는 10W-30

기체를 수평상태로 하여
급유구 가득히 약 0.55ℓ

기어오일 미션용
SAE 80 (유압시스템에도 사용)

기체를 수평으로 하여,
검유마개 가득히 약 3.2ℓ

수시점검

-

-

100시간 사용마다

-

-

1회

2회

엔진크랭크 케이스

10시간 사용 후

기어케이스

50시간 사용 후

그뒤

50시간 사용마다

이앙시기의 사용 전

연료필터 청소
에어클리너 청소
점화플러그 청소

6

이앙암
체인구동체인

이앙시기의 사용 전 또는 분해 시

양질의 그리스

적당량

이앙케이스 중앙,
사이드 케이스 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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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교체

연료필터 청소

488O202A

488O203A

488O401A

(1) 크랭크케이스 급유구
(2) 크랭크케이스 배유구

(1) 기어케이스 급유구
(2) 기어케이스 검유마개
(3) 기어케이스 배유구

(1) 연료필터컵

새 오일로 교환할 경우에 엔진 사용 직후
오일이 따뜻해 유동하기 쉬울 동안 기존
오일 배출과 함께 케이스 안의 찌꺼기도
동시에 배출하십시오.

2. 기어케이스

연료코크를 잠그고 연료필터의 컵을 떼내
어 가솔린으로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기체를 수평으로 하여 기어케이스 하부의
배유마개를 빼고 배유합니다. 이 때 급유
마개를 빼면 빨리 배유됩니다.

1. 엔진크랭크 케이스
엔진을 수평으로 하여 배유마개를 빼고
배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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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플러그 청소

주

•

의

본기 커버를 열 때는 손을 본기 커버
(전조등 아래) 앞부분에 넣어 위로 뽑
으십시오.

• 본기 커버를 열 때 이앙부를 사용하
지 마십시오. 본기 커버를 닫은 후 이
앙부를 사용하십시오.

488O402B

488O403A

(1) 고정볼트

(1) 점화 플러그

두 곳의 볼트를 풀어 커버를 분리합니다.

1. 점화 플러그 커버를 떼고 부속의 복스
스패너로 풀어 냅니다.

6

2. 점화 플러그를 죄어 넣을 경우는 먼저
손으로 죄어 넣어 손으로 죄이지 않게
되면 복스 스패너로 죄어 주십시오.
3. 플러그 커버는 잃어버리지 않게 단단히
장착하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6.indd 5

2013-05-16 오후 2:02:01

6-

2ZS-4B(DP488)
사용 후 정비
이앙암 주유
1. 사용 뒤는 반드시 그 날 안에 각부에 묻
어 있는 흙이나 먼지 따위를 세척하십
시오.
2. 물로 세척한 후에는 물기를 닦아내고
마찰 접촉부에는 녹슬지 않도록 오일을
도포하십시오.
3. 각 부분에 느슨해진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조여 주십시오.
488O405A

488O404A

(1) 급유구

(2) 이앙암(4개소구멍)

(1) 이앙케이스

매일 이앙작업 전 급유구를 열어 적정량
의 윤활유(그리스와 엔진오일 1:1 혼합)를
급유합니다.

주

의

• 이앙케이스, 체인케이스 분해 시는

그리스의 보급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488O406A

(1) 체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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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관 시 정비
5. 이앙 집게는 모 떼기 직전의 상태(이앙
클러치가 끊긴 위치)로 놓아 주십시오.
6. 변속레버를 중립으로 놓아 주십시오.
7. 각 주유구에 급유해 주십시오.

488O314B

(1) 이앙클러치 레버
(A) 작동

488O407B

(2) 주 클러치

이앙을 마치고 장기 보관할 시에는 완전
히 손질을 해 주십시오.
1. 물로 잘 씻어 더러움을 깨끗이 없앤 뒤
에 물기를 닦아 냅니다.

주

6

의

• 이앙클러치레버를 "작업" 으로 하면
기체가 하강합니다. 기체의 밑에 물
체를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2. 기계 전체를 등유 또는 경유를 적신 기
름걸레로 닦아 냅니다.

• 거꾸로 세운 상태로 격납하는 것은

3. 조속레버는 "저속" 으로 완전히 돌려 놓
으십시오.

• 다음 해에 사용할 때에는 우선 각 클

절대 피해 주십시오.

러치를 "끊김" 에 놓아 주십시오.

4. 주클러치와 이앙클러치 레버는 끊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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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488O312A

488O401A

(1) 기화기 배출 나사

(A) 닫힘

1. 연료 배출

2. 연료코크를 조이고 연료필터를 뗀 후
가솔린으로 잘 세척하십시오.

사용 후 연료를 그대로 두면 연료탱크나
기화기 안의 연료가 기화되어 다음의 시
동이 곤란하게 됩니다. 연료탱크 안은 기
름호스를 사용하여 연료를 빼고 기화기
안의 연료는 배출나사를 풀어 전부 빼내
십시오. (동전으로 풀 수 있습니다.)

중

• ·배출 시 화기 엄금.

DP488 이앙기-한글판-06.indd 8

요

(B) 열림

488O403A

(1) 점화 플러그

3. 실린더 안이 녹스는 것을 막기 위해 점
화플러그를 빼고 오일을 5~10cc 주입
하여 시동 손잡이를 당겨 크랭크축을
몇 번 돌린 뒤 점화 플러그를 장착하십
시오.
4. 시동 손잡이를 잡아당겨 압축이 걸리는
곳에 멈추게 하십시오. 손질이 다 되었
으면 부속의 본기 커버를 씌워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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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 정차 시 주의사항
옳은 모습

옳지 않은 모습

488O408A

1. 노상에서나 창고에서 차륜을 내린,
기체를 올린 상태로 엔진 선단부를
면에 대어 보관하면 기체의 중심이
게 되어 위험하며 또 고장의 원인이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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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앙기를 보관할 때나 방치할 때는 유
압을 내려 차륜을 올리면 기체는 안정
됩니다. (이앙클러치 레버를 "하강" 에
놓아 주십시오)

6

2013-05-16 오후 2:02:17

MEMO
메 모

DP488 이앙기-한글판-06.indd 10

2013-05-16 오후 2:02:18

조정 및 사용 후의 손질

각부의 조정방법 ..................................................................... 7-2
일반사항 ......................................................................................7-2
주클러치 조정 ..............................................................................7-2

7

이앙 클러치 조정..........................................................................7-3
차륜조절 와이어(롤링 고정)의 조정 .............................................7-4
유압와이어 조정...........................................................................7-5
뒷 와이어 조정 .............................................................................7-5
기체상승 견제쇠의 조정 ...............................................................7-6
조향클러치 조정...........................................................................7-6
신품과 교환 ..................................................................................7-7
감지기로드의 조절 .......................................................................7-8
점화플러그 전극 조정 ..................................................................7-8

7

사용 후의 유지관리 ................................................................. 7-9
일반사항 ......................................................................................7-9
작업 후의 손질 .............................................................................7-9
장기 보관 시 ...............................................................................7-10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1

2013-05-16 오후 4:52:37

7-

2ZS-4B(DP488)

각부의 조정방법
주클러치 조정

일반사항
다음 개소는 공장출하 시 표준위치로 조
정하여 놓았으나 지역이나 사용에 의한
마모, 와이어 늘어남 등이 생길 수 있으므
로 필요 시 조정해서 사용하십시오.

중

요

• 조정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후 실시하십시오.

• 조정은 엔진을 정지시켜 이앙클러치
레버를 "하강" 으로 하고 기체를 낮
춘 상태에서 작업하십시오.

488O501A

(1) 볼트

(2) 와이어 커버

클러치 레버를 아래로 젖혔을 때에 확실
히 클러치가 끊어지고 위로 일으켜 세웠
을 때에는 확실히 동력이 전해지도록 조
정하십시오.

488O502A

(1) 유압 와이어
(2) 롤링 와이어
(3) 이앙클러치 와이어 (4) 주클러치 와이어

중

요

•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주클러치를 조
정하십시오.

와이어 커버를 떼고 클러치 와이어의 조
절쇠를 조정하십시오.

주

의

• 와이어 조정 등으로 와이어 커버를
풀 때에는 반드시 각 와이어에 주유
하도록 하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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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 클러치 조정
3. 이앙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로 놓으십
시오. 클러치 와이어의 바깥와이어를
조금씩 당겨서 클러치가 끊어진 순간에
서부터 다시 2회전 시킨 곳에 고정합니
다.

456O503B

(1) 조정쇠
(a) 짧아짐

(2) 와이어
(B) 길어짐

488O503A

(1) 이앙클러치
(B) 작동
(D) 상승

(a) 기체고정
(C) 끊어짐

중

요

• 엔진을 정지 시킨 후 이앙클러치를
조정하십시오.

7

1. 이앙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했을 때
확실히 동력이 전달되도록 하십시오.
2. "끊김" 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동력이
끊기도록 하십시오. 끊기지 않을 때는
이앙클러치 와이어 (바깥와이어)를 길
게 합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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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S-4B(DP488)
차륜조절 와이어(롤링 고정)의 조정
좌우의 차륜위치의 경반깊이가 달라도 기
체를 항상 수평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롤
링장치 입니다.
이앙작업 중에는 롤링기구가 작동하여 주
행이 안정되고 선회 시에는 롤링 작동 기
구가 작동하지 않는 쪽이 운전하기 쉬우
므로 이앙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로 연동
하여 롤링 기구를 고정합니다. (롤링 고정)
456O505B

(1) 조절쇠
(a) 신장

(2) 와이어

주

의

• 조절쇠는 한번에 몇번 돌리지 말고 2

회전마다 클러치의 "작동", "끊김"
의 상태를 확인하여 조정하십시오.

• "끊김" 의 위치에서 확실히 끊기면
좌우의 차륜위치의 경반깊이가 달라
도 "기체고정" 및 "상승" 위치에서도
확실히 끊깁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4

이앙클러치 레버 "작동" , "끊김" 의 조작
으로 롤링기구가 "해제", "고정" 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와이어 커버를 풀어서 다
음의 지시에 따라 조정합니다.

456O506B

(1) 조절쇠
(a) 줄어듬

(2) 와이어

1. 이앙클러치 레버를 "끊김" 으로 하여도
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륜조절 와이
어를 늘립니다.
2. 이앙클러치레버가 "작동" 에 있어 고정
된 상태일 때는 와이어를 줄이고 로링
고정핀 및 지점부에는 충분히 주유하도
록 하십시오.

2013-05-16 오후 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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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와이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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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와이어 조정
2. "고정" 위치로 하여 기체가 상승해 있을
시 유압와이어 조절쇠를 와이어가 줄어
드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단, 이앙클러
치 레버가 기체 "상승" 위치에 있을 때
만 기체가 상승합니다.

456O507B

(1)조절쇠
(a) 늘어나다

(2)와이어

이앙클러치 레버를 (a)의 "기체고정" 위
치에 둘 때에 기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에는 와이어를 조정합니다.
1. 이앙클러치 레버를 "기체고정" 에 둔 후
에도 기체가 내려갔을 때에는 유압와이
어 조절쇠를 와이어가 늘어나는 방향으
로 조정합니다. 단, 이앙클러치 레버가
끊김의 위치에서만 기체가 내려 갑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5

456O508a

(1) 뒷 와이어
(a) 이 구간의 길이를 조정한다

1. 이앙클러치 레버를 "작동" 으로 하여 표
시봉 레버를 수동으로 바깥쪽으로 밀었
는데도 고정되지 않을 때에는 표시봉
와이어의 아웃터(바깥)를 짧게 합니다.

7

2. 이앙클러치 레버가 "끊김" 에 있고 표시
봉이 자동으로 수축되지 않을 때에는
표시봉 와이어의 아웃터 (바깥)를 길게
합니다.

2013-05-16 오후 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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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S-4B(DP488)
기체상승 견제쇠의 조정

조향클러치 조정
그림처럼 1~3mm정도로 조정하십시오.
조절 후에는 조절쇠의 고정너트를 확실히
죄어 주십시오.

A

456O509B

456O510B

(1) 주클러치와이어
(2) 조절쇠
(a) 이 구간의 길이를 늘린다

(1) 조향클러치
(a) 1 ~ 3mm

이앙작업 중에 주클러치를 끊으면 기체가
상승하지 않도록 견제장치가 작동합니다.
주클러치를 끊어도 기체가 상승하면 주
클러치 선단부의 턴버클(조절식)을 길게
합니다.

조향클러치 레버를 잡더라도 조향클러치
의 끊김이 나쁠 때, 또한 레버를 놓더라도
맞물림이 나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하십시오.

아울러 주클러치를 끊고 이앙클러치 레버
를 "상승" 에 놓고 기체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2) 조향클러치 레버

끊김이 나쁠 때에는 조절쇠의 고정너트를
풀어 조절쇠를 좌로 돌려 길게 빼내어 주
십시오. 맞물림이 나쁠 때에는 조절쇠를
우로 돌려 짧게 하십시오.
확실히 조절하려면 조향클러치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레버의 유격을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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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과 교환

부속품 번호

2

각부의 명칭

수량

41182-5121-3

집게

4개/이앙기 1대

41122-5131-3

밀쇠

4개/이앙기 1대

C:
B:

※ 집게는 밀쇠와 함께 사용합니다. 밀쇠로 집
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밀쇠 U형 받침 폭: 11mm
456O511B

(1) 집게누름판
(2) 8.5mm
(a) 집게의 뒷 끝을 이앙암에 댄다
(B) 집게취부 볼트를 푼다
(C) 평평한 부분을 아래로 한다

중

•

요

이앙집게를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엔
진을 정지시킨 후 행하십시오. (이앙
클러치 레버)

• 집게는 소모성 부품이므로 풀세트로
준비하십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7

집게가 마모되면 작업이 어려우므로 새
집게로 교환하십시오.
1. 집게 조립나사들 풀어내고 집게를 떼
내십시오.
2. 집게의 끝이 평탄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여 집게의 뒤 끝을 이앙암에 닿도록
붙여 조립나사를 확실히 조여 주십시오.

456O512B

(1) 볼트
(2) 평와셔
(a)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취부합니다.
(B) 86mm
(C) 13.7mm

핀 집게
1. 본 이앙기는 핀 집게가 예비품으로 지
급되고 있습니다

7

2. 핀 집게를 장착할 때에는 장착구멍이
장공이므로 화살표 방향으로 최대한 밀
어 장착합니다.
3. 핀 집게는 아래의 밀쇠와 함께 사용합
니다.

2013-05-16 오후 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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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S-4B(DP488)
감지기 로드의 조절
부속품 번호

부속품 명칭

점화플러그 전극 조정

수량

P4510-51252 핀집게조합

4개/이앙기 1대

P4510-51314 밀쇠

4개/이앙기 1대

1

※ 밀쇠 U형 받침 폭: 95mm

456O513B

(1) 센서로드
(2) 스냅링
(3) 감지기 스프링받이 (4) 두부핀
(5) 스냅핀
(6) 감지기 로드

유압감지가 둔하게 움직일 때에는 센
서로드 아래쪽의 구멍에 바꿔 끼워 주
십시오.
또한 유압감지 조절레버를 "굳은 포장"
(5-7페이지 참조)으로 조절하여도 흔들
림이 멎지 않을 때에는 스냅핀을 하나
윗 구멍에 바꿔 끼워 주십시오. 한 번에
몇 단 윗 구멍에 바꿔 끼우면 흙 밀림의
원인이 됩니다. 잘 확인하여 조정하십
시오.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8

456O514B

(1) 1.0mm

중

요

• 점화플러그의 전극을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실시해
주십시오.

이앙시기와 사용 전에 조정을 합니다.
1. 복스 스패너로 점화플러그를 풀어 냅니
다.
2. 전극 간격이 1.0mm정도 되도록 조정하
십시오.

2013-05-16 오후 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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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주

의

• 점화플러그를 조립할 때에는 먼저 손
으로 조이고 다시 복스 스패너로 조
여 주십시오.

•

처음부터 복스 스패너로 조이게 되면
실린더 헤드의 나사를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작업 후의 손질

주

의

• 청소할 경우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

1. 물로 잘 씻어 더러움과 물기를 잘 닦고
기름 걸레로 청소해 주십시오.

• 엔진이 과열되어 있을 때에는 시동을

2. 각 그리스 도포할 곳에는 그리스를 도
포하고 주유할 곳에는 주유를 하여 주
십시오.

• 연료 뺄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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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행하십시오.
걸지 마십시오.

4. 각부가 헐거운가 조사하십시오.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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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크리너 흡입구로 물이 침투되어
엘리먼트가 젖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
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DP488 이앙기-한글판-07.ind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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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S-4B(DP488)
장기 보관 시
1. 보관시에는 직사일광과 비가 닿지 않고
통풍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 주십시오.
2. 연료탱크 및 기화기에서 연료 빼기를
해 주십시오.
3. 이앙부는 내린 상태로 해 주십시오.
4. 메인스위치의 키는 반드시 빼내어 보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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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이앙기 고장진단 및 대책.

이런 상태에서(원인)
1. 결주가 생긴다.

456O701a

2. 뜬모가 생긴다. (모가 떠오른다)

이렇게 된다(결과)
논

기계



뜬모

기계

모



이앙집게가 모를 떼어내지 않는다.

기계

모



가로 이송이 나쁘다.



각 원인에 대하여 하기의 고장 내용에 맞는 항목을
참조.

기계



이앙집게가 마모되어 있다.



신품과 교환한다.

모



모파종이 고르지 않다.



파종이 고른 모를 사용한다.

기계



이앙집게가 마모되어 있다.



신품과 교환.

기계



이앙깊이가 너무 얕다



심음깊이를 깊게 한다

기계



모떼는 양이 적다.



모떼는 양을 10mm 이상으로 한다.



물이 너무 많다.



즉시 물을 뺀다.



이앙속도를 늦춘다.



포장을 굳게한다.
이앙속도를 늦춘다.

456O702a

논

논

DP488 이앙기-한글판-08.indd 2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포장의 흙이 너무 부드럽다.




심음깊이를 깊게 한다.
뿌리 뻗음이 좋은 모를 사용한다.

모



뿌리 뻗음이 나쁘다.



모



상토가 사질이어서 부서지기 쉽다.



모판에 물을 준다.

논



논이 너무 단단하다.



이앙속도를 늦춘다.

2013-05-16 오후 2:21:12

고장진단 및 대책

이런 상태에서(원인)
3. 이앙집게가 모를 집어내지 않는

이렇게 된다(결과)
기계



모 떼는 양이 적다.

모



파종량이 너무 적다.

모



파종얼룩, 생육 얼룩이 있다.

모



모판이 너무 두껍다.

8-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다. 또는 모 떼어 냄이 불충분하
다.

456O703a

4. 모 세로이송이 나쁘다.

456O703a

DP488 이앙기-한글판-08.indd 3



모 떼는 양을 많게 한다..



모판의 밑면을 잘라 낸다.



잘라내지 않은 모는 사용하지 않는다



집게의 간격을 확인한다. (3-2페이지 참조)
신품과 교환.

이앙집게가 마모되어 있다.



신품과 교환.



모판이 너무 무르다.



모판을 말린다.

기계



세로 이송이 나쁘다.



고장과 내용 “모 세로이송이 나쁘다” 항을 참조.



모

모판의 폭이 너무 넓다.

모상자의 가운데에 가로방향으로 진동을 주어 폭을



모



모판이 너무 두껍다.



모판의 밑면을 잘라 낸다 잘라내지 않은 모는 사용

모



뿌리가 너무 길다.



모판 밑에 뻗은 뿌리는 잘라낸다.

기계



모 지지가 너무 낮아서 모가 떨어지지 않는다.



모 지지를 모두 두께에 맞추어 조절한다.

기계



기계



모

이앙집게의 간격이 너무 넓거나 좁다.



좁게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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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이런 상태에서(원인)
5. 모 찍어내는 입구에 모가 쌓인다.

이렇게 된다(결과)


모

모



모

기계

기계

6. 판가국에 흙물이 들어가 심은 모

뜬 모모판이 너무 물러 모를 충분히 떼 어 내지
못한다.



456O705a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모판을 말린다.



모판에 물을 준다.

모판이 너무 물러 가로 이송에 의해 모판이
변형되어 있다.
모판이 흩어져 흙이 미끄럼판의 미끄럼 면에 고인
다.



이앙집게 두개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신품과 교환한다.



이앙집게가 마모되어 모를 충분히 떼어내지
못한다.



신품과 교환한다.

기계



이앙집게의 간격이 너무 넓거나 좁다.



집게의 간격을 확인한다. (7-7 페이지 참조)

모



모판의 뿌리가 너무 뻗어 있다.



모판 밑에 뻗은 모를 잘라낸다.

모



모판이 너무 두껍다.



모판의 두께가 30mm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논



논이 너무 무르다



포장을 굳게한다.



논

물이 너무 많다.

물을 적게 한다.





이앙속도를 늦춘다.

가 넘어진다.

456O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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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및 대책

이런 상태에서(원인)

이렇게 된다(결과)

7. 모탑재대에서 모가 흘러내린다

456O707a

8. 심은 모가 흩어진다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원인



모판이 너무 얇다.

B



모 지지를 모두 모판 두께에
a 맞추어 조절한다.
(a) 수심 0cm

(B) 수심 3cm



모판이 너무 부드럽다.



모판을 말린다.

기계



밀쇠가 모를 충분히 밀어 내지 않는다.



스프링을 교환한다.

기계



이앙집게의 간격이 너무 넓다.

기계



이앙집게가 마모되어 있다.



신품과 교환.

모



모판이 너무 건조하다.



모판에 물을 준다.



모

모의 뿌리 뻗음이 나쁘다.

뿌리 뻗음이 좋은 모를 사용한다.





이앙속도를 늦춘다.



DP488 이앙기-한글판-08.indd 5

모판의 두께가 20mm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모

456O708a

8-

집게의 굽힘부를 펴서 간격을 확인한다. (7-7
. 페이지
참조)

모



논이 너무 단단하다.



논을 무르게 한다.

기계



이앙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앙속도를 늦춘다.

기계



모 떼는 양이 너무 적다.



모 떼는 양을 많게 한다.
(1) 심음 깊이 조절 레버
(a) 얕게

모



뿌리 뻗음이 나쁜 모가 너무 적셔져 있다.



모판을 말린다.

모



모와 모의 맞춤(연결)이 잘되지 않았다.



모 보급을 신중하게 한다.

기계



모 안내에 흙이 쌓여 있다.



흙을 제거한다.

8
668O515a

(B) 깊게

2013-05-16 오후 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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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이런 상태에서(원인)
9. 플로트가 흙을 민다

456O709a

10. 심은 모의 자세가 나쁘다

456O710a

11. 심은 모의 자세가 나쁘다

DP488 이앙기-한글판-08.indd 6

이렇게 된다(결과)

어떻게 한다(처치방법)

기계



흙이 너무 무르다..

기계



플로트 후부가 너무 빠진다.

기계



유압압력이 너무 높다.



감지압을 조절한다.

기계



밀쇠가 모를 충분히 밀어내지 않는다.



스프링을 교환한다.

기계



이앙집게가 마모되어 있다.



신품과 교환.

기계



모의 뿌리 뻗음이 나쁘다.



뿌리 뻗음이 좋은 모를 사용한다

기계



감지압이 너무 낮다



감지압을 조절한다.



논을 말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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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주요 제원표

DP488 이앙기

형식
2

1. 작업능률
2. 연료소모율

(hm /h)

0.1～0.2

(kg/hm2)

≤ 5.25

전장

3. 기체치수

2,410

(mm)
전폭

1,530

(mm)
전고

970

(mm)
4. 중량

(kg)

풍냉 1기통 4사이클 가솔린 엔진

타입
총 배기량
5. 엔진

출력

(L)

0.181

kW/(r/min)

2.94kW(4ps) / 3,200 rpm, (최대출력 : 4.5ps)

연료

무연 휘발유

시동방식
연료탱크용량

183
GT600PN

모드

리코일스타트
(L)

4.0

6. 주행속도(m/s)

2 레벨

전진：0～1.12；후진：0～0.44

7. 작업속도(m/s)

1 레벨

0～0.75

차륜상하조절

유압식

기체선회방식

핸들연동 조향방식

8. 주행부

차륜 종류
차륜 외 경

DP488 이앙기-한글판-09.indd 2

고무러그 차륜
(mm)

660

2013-05-16 오후 2:30:43

부록

DP488 이앙기

형식
폭
잎사귀 길이
9. 주행부

(mm)

90

(mm)

79 x 90
9

잎사귀 수
변속 단수

4

시동방식

2륜구동

변속방식

기어변속
Width

묘탑재대 길이

(mm)

Length

1,230

(mm)

865
1

수량

10. 모 탑재대 시스템

Width
예비 묘탑재대 길이

(mm)

Length

970

(mm)

625
1

수량
방식
이앙주수

크랭크레버식
(주)

4
(mm)

이앙 주간
11. 이앙부

300

이앙조수(주/3.3㎡)
이앙조간

(mm)

한포기개수 조절방법
이앙깊이
한포기개수 조절량

9-

90

80

70

125

140

160

60

55

50

185

200

215

수동단수조절
(mm)

10~45(6단 조절)

가로이송량

(mm/회)

세로이송량

(mm)

9

9/32、11/26、16/18(3단)
9～16(9단 조절)

※ 이 주요 제원표는 제품의 개량 및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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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88

예비부품 및 소모성 부품
예비부품
번호

부품번호

명칭

수량

1

-

합격증

1

2

-

대동이앙기 수리, 교환, 환불 보증 설명

1

3

-

사용설명서

1

4

-

부품목록

1

5

-

공구가방

1

6

-

십자, 일자 드라이버

1

7

-

슬립조인트플라이어

1

8

-

8-10양구 스패너

1

9

-

12-14양구 스패너

1

10

-

14-17양구 스패너

1

11

-

12-14양구 박스스패너

1

12

-

21박스스패너

1

13

-

본기 커버

1

14

41182-9447-2

부속 깔대기

1

15

41071-9115-1

부속 깔대기

1

16

P4510-91111

모판

1

17

41092-9121-2

게이지

1

18

P4510-17211

차륜핀

2

19

41182-5121-3

이앙집게

4

20

44411-4639-1

슬라이드 블록

4

21

44312-7138-3

정지판

2

22

12156-6165-1

시동로프

1

DP488 이앙기-한글판-09.indd 4

비고

2013-05-16 오후 2:30:44

부록

9-

소모성 부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부품번호
12151-0331-1
13901-1324-1
12156-4401-2
13902-1635-2
E1100-05062
P4510-17212
41182-2125-2
P4510-42411
41092-4281-2
44022-5133-2
41182-4427-1
41182-4431-1
44512-4666-1
41182-5121-3
41122-5134-2
410581-8552-3
41182-5137-2
41122-5142-2
41182-5166-1
41182-6319-1
41182-6321-2
41182-6322-2
41182-6325-1
41182-6351-1
41182-6371-1
41182-6391-1

DP488 이앙기-한글판-09.indd 5

명칭
실린더 헤드 가스켓
밸브스프링
기화기 조합
오일실
연료필터 조합
차륜핀
단열롤러체인
38 체인
연결암 스프링
오일실
오일실
장력스프링
마찰판
이앙집게
쿠션고무
오일실
더스트 실
스프링
오일실
유압와이어
롤링 고정 와이어
클러치 와이어
주클러치 와이어
조향클러치 와이어
유압 와이어
정지배선

수량
1
2
1
1
1
2
2
3
1
3
1
3
1
4
4
4
4
4
4
1
1
1
1
2
1
1

규격

설치위치( 부품일련번호 )
NA37-010
NA37-020
NA37-110
NA37-050
NA37-070
DP488-060
DP488-060
DP488-110
DP488-120
DP488-130
DP488-130
DP488-130
DP488-150
DP488-330
DP488-180,190
DP488-180,190
DP488-180,190
DP488-180,190
DP488-180,190
DP488-220
DP488-220
DP488-220
DP488-220
DP488-230
DP488-230
DP488-2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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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동력 전달도

DP488 이앙기-한글판-09.indd 6

2013-05-16 오후 2:30:45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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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DP488 이앙기-한글판-10.indd 1

2013-06-26 오전 10:33:46

10-

DP488

영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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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문의를 위하여 .......................................................................... 1-12

동력 전달도....................................................................................... 9-2
뒷 와이어 조정 .................................................................................. 7-5

ᄀ
가늠자 사용법 ................................................................................. 5-12

ᄅ

가로 이송량 조절 .............................................................................. 5-8

라이트 스위치 ................................................................................... 4-5

가솔린 ............................................................................................... 3-3
각부의 기능....................................................................................... 4-2

ᄆ

각부의 명칭....................................................................................... 2-2

모 멈추개 사용법 ............................................................................ 5-19

각 부의 오일 교체，점검과 정비 ....................................................... 6-2

모 보급 ............................................................................................ 5-17

각부의 조정방법 ............................................................................... 7-2

모 보급 .............................................................................................. 5-9

감지기로드의 조절 ............................................................................ 7-8

모 사용의 문제점 .............................................................................. 5-4

고장진단 및 대책 .............................................................................. 8-1

모 운반 .............................................................................................. 5-5

그리스 또는 엔진오일 ....................................................................... 3-4

모 준비 .............................................................................................. 5-3

그리스 ............................................................................................... 3-3

모 크기 .............................................................................................. 5-3

기계운반 ........................................................................................... 5-7

물 관리 ............................................................................................ 5-21

기능설명 및 취급요령 ....................................................................... 4-1

밋션오일 또는 그리스 ....................................................................... 3-3

기체상승 견제쇠의 조정.................................................................... 7-6

밋션오일 ........................................................................................... 3-3

길내기 운전....................................................................................... 6-2
깊이 .................................................................................................. 5-3

ᄇ
변속레버 ........................................................................................... 4-4

ᄂ

병충해 방지..................................................................................... 5-23

논 갈이 .............................................................................................. 5-2

본답관리 ......................................................................................... 5-21

논 준비 .............................................................................................. 5-2

부록 .................................................................................................. 9-1

ᄃ

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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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사용전 점검과 정비 ........................................................................... 6-2

유압와이어 조정 ............................................................................... 7-5

사용 후의 유지관리 ........................................................................... 7-9

이앙기 기대명판 부착위치 .............................................................. 1-12

사용 후 정비 ..................................................................................... 6-6

이앙기 고장진단 및 대책...................................................................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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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앙기 사용조건에 대해서 .............................................................. 1-11

선회방법 ......................................................................................... 5-16

이앙기 정차 시 주의사항 .................................................................. 6-9

소모성 부품....................................................................................... 9-5

이앙깊이 조절 ................................................................................. 5-12

슬라이드 식 예비 모 탑재대의 사용방법 ......................................... 5-18

이앙부 ............................................................................................. 5-13

시동 전 연료, 엔진오일 및 그리스 주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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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 5-2

이앙작업의 순서 및 방법................................................................... 5-5

시비 ................................................................................................ 5-22

이앙작업전 준비 ............................................................................... 5-7

신품과 교환....................................................................................... 7-7

이앙작업 ........................................................................................... 5-9

써레질 ............................................................................................... 5-2

이앙클러치 레버 ............................................................................... 4-3

10-

이앙 클러치 조정 .............................................................................. 7-3
ᄋ

이앙 포기 수와 포기 사이, 인접 줄 사이............................................ 5-9

안전작업 및 AS요령 .......................................................................... 1-1

일반사항 ........................................................................................... 7-2

안전 클러치에 대해 ......................................................................... 5-17

일반사항 ........................................................................................... 7-9

에어클리너 청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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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오일 ........................................................................................... 3-3
엔진 작동 .......................................................................................... 4-6

ᄌ

엔진 .................................................................................................. 6-8

자가 정비시 주의사항 ..................................................................... 1-12

연료필터 청소 ................................................................................... 6-4

작업장에서의 작업 ............................................................................ 1-9

예비부품 및 소모성 부품................................................................... 9-2

작업장 출입....................................................................................... 1-9

예비부품 ........................................................................................... 9-4

작업전 안전 준수사항 ....................................................................... 1-2

오일 교체 .......................................................................................... 6-4

작업종료 · 보관 ............................................................................... 1-10

운반 차량에 싣거나 내리기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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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전 점검....................................................................................... 3-1

작업 후의 손질 .................................................................................. 7-9

DP488 이앙기-한글판-10.indd 3

10

2013-06-26 오전 10:33:47

10-

DP488

ᄌ

차륜자국 없애기(표준부속품) ......................................................... 5-20

작업 .................................................................................................. 1-9

차륜조절 와이어(롤링 고정)의 조정 .................................................. 7-4

장기 보관 시 정비 ............................................................................ 6-7

치모용 모 누름봉1 사용법............................................................... 5-20

장기 보관 시.................................................................................... 7-10
점화플러그 전극 조정 ....................................................................... 7-8

ᄐ

점화플러그 청소 ............................................................................... 6-5

트럭 등으로 운반 .............................................................................. 1-8

정비와 점검 표 .................................................................................. 6-3
정비점검 ......................................................................................... 1-10

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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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의 수분 .......................................................................................... 5-5

정지(엔진) ......................................................................................... 4-8

포기사이 조절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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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봉 조작레버 ............................................................................... 4-5

제초제 ............................................................................................... 5-3
제초 ................................................................................................ 5-22

ᄒ

조속레버 ........................................................................................... 4-5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 1-10

조정 및 사용 후의 손질 ..................................................................... 7-1

핸들높이 조정 ................................................................................... 5-9

조향클러치 레버 ............................................................................... 4-4
조향클러치 조정 ............................................................................... 7-6
좁은 농로·지면이 고르지 못한길·고갯길 주행 ................................... 1-7
주요 제원표....................................................................................... 9-2
주클러치 레버 ................................................................................... 4-3
주클러치 조정 ................................................................................... 7-2
주행 · 운전 ........................................................................................ 1-5
준비 · 점검 ........................................................................................ 1-4
ᄎ
차륜 상하량 조정 ............................................................................ 5-21

DP488 이앙기-한글판-10.indd 4

2013-06-26 오전 10:3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