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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작물수확기의 대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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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주세요.※

본 사용설명서는 작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간단한 점검 및 지켜야 할 안전사항에 대해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작업기 구입시 안내받은 용도 이외의 작업이나 개조를 하지 마세요- .

작업기를 대여 또는 양도할 경우에 이 사용설명서를 작업기와 함께 주십시오- .

이 사용설명서에서는 안전상 중요한 사항을 확인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지- , , ,☑ ϗ ϗ ϗ
어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용 안내표시

표 시 정 의

확인☑ 본 기대의 운전 정비 보관 등을 하면서 주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계의 이, ,

상이나 부품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ϗ주의
본 기대의 운전 정비 보관 등의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기계의 이상을 유, , ,

발 시키거나 신체적 경상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태를

나타낸다.

ϗ경고
본 기대의 운전 정비 보관 등을 할 경우 설명서의 지시대로 반드시 따라, ,

야 하며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계의 고장이나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태를 나타낸다.

ϗ위험
본 기대의 운전 정비 보관 등을 할 때에 적절한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

기계 파손은 물론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이,

고 절박한 위험상태를 나타낸다.

본 사용설명서나 구입한 작업기에 안전사용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이를 엄

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생긴 기계적인 파손이나 결함 신체적, ,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본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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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1.

(전면부)



(후면부)



내부( )



형식별 주요제원2.

형식명 모델( ) DRI-600 DRI-650 DRI-700

기대크기
전장(mm) 1150 1150 1150
전폭(mm) 760 810 860
전고(mm) 700 700 700

기대중량(kg) 84 86 89
적용경운기 마력( ) 8 8 10
규격 굴취폭( cm) 60 65 70

형 식 이송식 경운기부착형( )

본 제원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표준제품을 기준으로 명기한 것이며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제품이나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보완된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착 및 각 부위 조절3.

경운기에 부착방법1)
경운기에 수확기를 부착할 때에는 우선 경운기의 동력을 끊고 기어P.T.O

를 중립에 놓은 뒤 평탄하고 고른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

경운기의 히치판 지지부와 수확기의 앞면부 중심이 같은 위치에 놓이①

도록 위치시켜 주십시오.

경운기 히치부에 수확기의② 그림( 1)

히치 연결부 를 밀어넣어 연①

결핀을 끼운다. 수확기 히치부의

양측 고정 볼트 는 미리 고정②

시키지 마시고 동력전달체인을,

연결한 후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림( 1)

동력전달용 스프로켓 을 경운기③ ④

축에 끼워 빠지지 않게 한 뒤P.T.O ,



동력전달체인 을③ 그림( 2)과 같은 모습 그림( 2)

으로 체인장력조절장치 스프로켓 에①

체결하고 동력전달축 기어 하단부로②

걸친 뒤 분리된 체인 끝부분을 체인연,

결핀으로 끼워 결합한 후 클립을 끼워

마무리 한다 연결 후 스프로켓과.

체인사이에 그리스를 발라 주십시오.

히치부의 양측 고정 볼트를 균형을④

맞춰가며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림 참고( 1 )

일부 경운기 생산업체 및 연식에 따라 본사에서 제공한 스프로켓의 치형과 소비자가 보※

유하고 있는 경운기 의 치형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P.T.O .

만약 다를 경우 연락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위 조절2)
수확기를 경운기에 연결한 뒤 작업환경에 따라 다음 부위를 조절합니다.

굴취깊이 조절 및 미륜 높이조절①

수확기 중앙에 있는 깊이조절핸들 을 돌리면 굴취날의 각도가 미①

세하게 조정되는데 이 각도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 그림( 3) 각도

조정 후 미륜 높이도 함께 조절해 바퀴가 지면에 지지되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그림( 4) 미륜 높이를 조절할 경우 높이조절핸들 을② ①

시계방향 혹은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높이가 조절됩니다.

그림 그림( 3) ( 4)

깊이조절핸들을 그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얕게 굴취되고 반대방향으로 돌려면 깊( 3) ,․
게 굴취 됩니다 또한 미륜조절핸들 그림 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깊게 굴취되고 반. ( 4)

대로 돌리면 얕게 굴취 됩니다.



벨트 장력 조정V②

제품 출고시 수확기 벨트 장력을 최적 상태로 조립하였으나 기계V ,

를 장기간 사용해 장력이 약해졌거나 수리 및 부품 교환을 한 경우

벨트 장력을 적절하게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장력이 약할 경우 벨.

트가 헛돌아 뒤축으로 동력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림( 5)를 참조하여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잠금너트 를 풀고 장력조절볼트 로 조절해 원하는 장력을 얻② ①․
은 후 다시 잠금너트 를 조이면 됩니다.②

컨베이어체인 장력 조정③

기계를 장기간 사용하여 컨베이어체인이 늘어난 경우 그림( 6)을 참

조하여 체인장력을 조절 해 사용 하십시오.

너트 를 풀고 장력조절볼트 로 조절하면 뒤축과 베어링③ ① ②․
이 미끄러지면서 움직입니다 원하는 장력을 얻은 후 다시 너트.

를 조이면 됩니다.③

그림 그림( 5) ( 6)



동력전달체인 장력 조정④

수확기를 장기간 사용하여 그림( 7)

동력전달체인 이 늘어난④

경우 그림( 7)을 참조하여

체인장력을 조절 해 사용

하십시오.

잠금너트 를 풀면 장력,① ②․
조절스프로켓 이 상하로③

움직입니다 잠금너트 을. ①

조절해 원하는 장력의 위치

에 장력조절스프로켓 을②

놓이게 한 뒤 잠금너트 를 조여 고정시키면 됩니다.②

체인장력을 과다하게 긴장시켜 사용하면 체인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작업요령 및 유의사항4.

작업요령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물의 순을 제거하고 피복된 비닐이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두둑을 시험 삼아 굴취 해 본1~2

후에 굴취된 작물의 손상은 없는지 컨베이어체인 사이로 흙은 잘 빠지,

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연속적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굴취날의 각도 조절은 토양 및 작황에 따라 수확기 중앙에 있는 깊②

이조절 핸들을 시계방향 얕게 굴취됨 또는 시계반대방향 깊게 굴취( ) (

됨 으로 조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흙을 털어주는 컨베이어체인의 경) .

사각이 커 작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미륜의 높이를 조절해 사

용하십시오. 쪽 참조(5 )

작업속도 결정은 토성 에 따라 흙 분리가 용이하고 수확물의( )土性③

손상이 적은 범위 내에서 주행속도는 주변속 부변속 저 단으로( )1~2

놓고 로터리 의 속도는 굵게 에 놓고 작업하십시오, P.T.O( ) ‘ ’ . 표준( )



밭의 흙이 질은 경우 흙 털림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작업을 삼가④

주십시오.

⑤ 작업 중 선회 시에는 조속레버를 저속으로 하고 경운기 조향핸들을

들어 올리면서 선회하십시오.

만일 작업 중 수확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안전을 위해 평탄한 장⑥

소에서 동력을 멈추고 점검해 주십시오.

경운기에서 떼어내기 및 점검5.
떼어내기1)
수확기에서 떼어낼 때는 부착의 역순으로 합니다.①

평탄한 곳에서 경운기의 를 끊고 엔진을 정지합니다P.T.O. .②

동력전달체인 및 스프라인 스프로켓을 분리합니다.③

히치 고정볼트를 풀고 연결핀을 분리합니다.④

점검2)
사용 전①

기계 운동부에 그리스나 윤활유 도포상태를 점검합니다.‧
볼트 너트의 잠김 상태를 확인합니다.‧
벨트의 장력상태를 점검합니다.‧
작업전 공회전 시켜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용 후②

볼트 너트의 풀림을 점검합니다.‧
기계의 운동부에 그리스나 윤활유를 발라줍니다.‧
작업과정에서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기타 이상과 조치3)

부 위 증 상 원 인 조 치 참고

회전

장치부

이상음 발생 베어링 손상- 교체
작업중 컨베이

어체인 멈춤

컨베이어체인과 패널 사이에-

이물질 돌 이 끼었는지 확인( )
이물질 돌 제거( )

벨트 겉돌음 벨트의 늘어남- 벨트장력 조정

풀리의 공회전
축연결부의 마모-

사각키의 마모 유실- ,

교체

교체

기타 이상음 발생
기계틀외 운동부 변형 파손- ,

벨트커버 볼트 풀림-

교정이나 교체

볼트 조임



보관 및6. A/S

장기보관 및 격납1)
물로 세척한 후에 물기를 닦아내고 도장이 벗겨진 곳에 녹 방지 조‧
치 및 운동부에 윤활유 그리스 를 도포 합니다( ) .

각부의 변형이나 마모 파손된 부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수,‧
리하여 보관합니다.

격납 시 경운기에 탈부착이 쉬운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각목 등의 위에 수평으로 안정되게 보관하‧
십시오.

격납 후에는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안내) A/S

기대의 성능 및 사용기간연장을 위하여 소모성부품이나 수리부품은 반1.

드시 폐사에서 생산하는 순정부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발생되거나 수리 및 교환이 필요한 경우 본사 인터넷홈페이지2. (

또는 유선전화 이용 나 판매대리점에 문의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본사 안내A/S

전화: 041-546-8421

홈페이지: www.dooroo21.com



부 품 명◇ ◇

땅속작물수확기
경운기 부착용( )

적용모델: DRI-600, 650, 700 년 이후 생산제품(2014 )

땅속작물수확기의 대명사 -

DOOROO MACHINERY & TRADING CO.



부품도-1



부품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