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개요 및 각 부분 명칭1

장착하기 전에

장착에 대하여

조절에 대하여

작업전 점검

이동 포장 출입 및 작업

트랙터로부터 탈거

보수 점검

겹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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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사용후에는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 사용설명서는 반드시 사용자 분에게 넘겨
주십시오

영진기계주식회사ㅈ

본사 우편 680-80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공단길 40

Tel. (055)532-0874
Fax.(055)532-0874

부품표10



영진 로타리를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취급설명서는 제품 취급방법과 조작 순서 ,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숙독하고 충분히 이해사신 다음에 정확히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목적, 용도에 대하여

  ●  본 로타리(이하 작업기라고 함)은, 트랙터에 설치하여 논 및 밭의 경운,쇄토, 정지작업에

       사용하십시오. 사용목적 이외 작업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목적 이외 작업으로

       인해 고장 난 경우에는, 보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해 발생을 피아기 위하여, 본래 사용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이 취급설명서에 언급된

       이외의 운전, 보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안전 대책에 대하여

  ●  당사는 이 작업기와 관련된 위험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취급설명서나 경고라벨로

       그 모든 위험에 대하여 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기 운전, 보수 작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대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폐사가 판매한 기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합니다. 

1. 품질보증기간은 본제품 구입일(기대 인수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2. 품질보증기간 동안 정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본 보증서를 시군지정

    수리센타(대리점)또는 폐사 해당 영업소에 제시하시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고장부품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1)화재, 수해 지진등 천재지변으로 안한 고장

     (2)사용자의 개조, 변조로 인한 고장

     (3)당사 순정품 이외의 사제 부품의 사용, 무자격자의 수리로 인한 고장

     (4)취급 설명서에 설명한대로 올바른 취급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및 과실

         정비보관의 불충분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고장

     (5)본래 목적 이외의 사용에 의한 고장

     (6)제품 사용상으로 인한 소모품, 정기교체 부품,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품

         (예) 로타리칼날, 오일류

     (7)사고 해당부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4. 시군수리센타(대리점)또는 해당 영업소에 수리요청시 이를 응하지 않을때는 농기사업부 사후

    봉사과(☎055-532-169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식명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영진기계 주식회사

농기사후봉사과 : 경남 차녕군 창녕읍 직교리 373-6번지 TEL : (055)532-1691~2

안전작업을 위하여

로타리의 안정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사용할 땐 손과 발 등 신체상에 중대한 위험이 닥칠

수 있읍니다. 

구입년월일
대리점

구입자

첫머리에

품질보증서

기         종 기대번호



  ● 본 작어기는, 논 및 밭에 대한 경운,쇄토, 정지 작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 본 작어기는, [표준 3점 링크]로 설계하였읍니다. 다른 규격은 장착은 못합니다. 

  ● 본 작어기는, 정해진 적응 마력으로 설게하였습니다. 적응 트랙터 마력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TBR2201 TBR2401 TBR2601

길       이(mm) 1280 1280 1280

폭          (mm) 2395 2595 2795

높       이(mm) 1095 1095 1095

555 580 610

50~70 70~95 80~105

220 240 260

L형 : 36개
R형 : 36개

L형 : 39개
R형 : 39개

L형 : 42개
R형 : 42개

18~22 18~22 18~22

※이 주요 제원은 , 개량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표준작업능률(min/10a)

적용트랙터(ps)

장착장치의 종류

표 준 경 폭(cm)

최 대 경 심(cm)

작 업 속 도(m/s)

경운날 부착방법

경운날의 종류와 개수

3 점  링 크 Cat 2

12

플 랜 지 형

0.5 ~ 0.6

무         게(kg)

헝식 구분

구  동  방  식

기
체
치
수

측 면 구 동 식





트랙터의 3점 링크에 로타리를 장착합니다. 
로타리가 부착되도록 3점 링크를 준비하고,

PTO를 끈  다음 수순으로 행합니다. 

주기
장착시, 평탄하고 안정성이 높은 장소에서 
언제든지 우험을 피할 수 있는 상태로 장착
하십시오.

     트랙터를 로타리 중심을 향해 천천히 후
     퇴시켜, 하부링크가 로어핀 위치까지 접근
     하면 엔진을 정지합니다. 

     주차 제동을 겁니다.
     로타리와 트랙터의 사이에 사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뒤에서 보아서 좌측의 하부링크를 좌측
     로어핀에 장착해, 린치핀으로 탈거를
     방지합니다. 

     레벨링 핸들로 우측 하부링크를 조절하여
     우측 로어핀에 장착합니다. 

     장착이 끝난 다음, 각 부분의 탈거 방지가 
     확실히 돼있는지, 완전히 장착돼있는지를







로타리가작업상태에서 전,후 수평(입력축 수평)이
되도록,  트랙터의 톱링크 길이로조정합니다.



기어







날축회전수

변속축A 변속축B (540rpm 시)

23T 19T 195rpm

22T 20T 215rpm

20T 22T 260rpm

19T 23T 286rpm

PTO
회전수
540rpm

기어배합
형식

HDTBR





1번째 2번째이후

미션케이스 기이오일#90 3.0ℓ
30시간
사용후

250시간

기어케이스 기이오일#90 2.5ℓ
30시간
사용후

250시간

브래킷축수부 기이오일#90 충만
30시간
사용후

250시간

유량윤활유 종류급유개소
교체시간





기어

기어

기어케이스가드





4

4



기어

기어

기어

기어



기어
기어

기어손상 기어교체
기어 고정너트풀림 기어 고정너트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