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개요 및 각 부분 명칭

장착하기 전에

장착에 대하여

조절에 대하여

작업전 점검

이동 포장 출입 및 작업

트랙터로부터 탈거

보수 점검

겹납에 대하여

경남창녕군창녕공단길 40

◎사용하시기전에반드시본설명서를

읽으시고사용해주십시요.

◎사용설명서는잘보관해서사용시마다

참고해주시고, 기계를대여할경우반드시

같이대여해주시기바랍니다.

TEL : 055)532-1691∼2 FAX : 055)532-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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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이동식 제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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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초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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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창녕공단길 40. TEL : (055)532-1691~2

안전작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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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 기대번호

품질보증서

대리점

첫머리에

구입자

구입년월일





트랙터의 3점 링크에 로타리를 장착합니다. 
로타리가 부착되도록 3점 링크를 준비하

PTO를 끈  다음 수순으로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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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를 로타리 중심을 향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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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기을

수확기가

작업기

작업기

작업기







작물의특성에맞게 작업기의 전후각도를

톱링크로조절합니다.

.    극단한전경.후경 각도는수확하는작물을

손상시킬수있읍니다.  또한작업성능을

저하시킬우려가있읍니다.

.    톱링크가작업중에느슨해지지않도록

반드시

고정되도록해주십시오.

- 주의



(2)   각부분의손상, 볼트, 너트의풀림점검

(3)   죠인트그리스점검, 주입

(4)   구동부그리스점검, 주입

(1)   밋션케이스의오일량,  오일누출점검





주) 작물의파종시트랙터선회폭부분의

파종은

세로방향으로파종하여야작업기로

출

입
구

트랙터 선회 폭

트랙터 선회 폭

①

②

③

④

작업전트랙터가선회할수있게작물을

사전에수확해주십시오

그림과같이①, ②, ③순으로작업합니다.



1. 통상 10 ~ 20km/h가표준이나 작물과

토질의

조건에따라변합니다.

특히작업을시작할때는천천히하고

2. PTO 회전은 540rpm에서사용합니다.

진동살의진동수는 240rpm입니다.

손잡이

◐조절방법

조절스크류에 달린손잡이를돌려

미륜이

높이를조절하여 주십시오

조절스크류



1번째 2번째이후

미션케이스 기이오일#90 1.2ℓ
30시간

사용후
250시간

유량윤활유 종류급유개소

교체시간

기체를평탄한지면에두고



구동부그리스주입점검

구동부그리스주입점검

구동부그리스주입점검

각볼트,너트

진동살, 스키드, 가드등의마모, 파손

구동부그리스주입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