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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용도 및 운전자 주의사항

1.1 제품용도: 본 제품은 벼 및 밀 종류의 수확에 적합하며 다른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 제품의 용도에 위배되며 또한 함부로 본 제품을 개조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1.2 운전자 필독사항

본 제품을 운전,보수하는 자는 반드시 중학교 이상 학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 교육 및 훈련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본 제품

의 운전 및 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규 구입한 기계는 반드시 관련부문에 등록하고 관련 허가증, 번호

판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작업규정 및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2. 안전주의사항 , 경고표지판의 부착위치

 2.1안전주의사항

작업자에 대한 요구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과도한 피로, 음주, 질병, 약물의 영향 및 다른 원인으로 인해 집중력

이 저하된 경우.

♦ 임신부.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기계의 특성과 안전운전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한 자만이 운전, 보수

및 유지를 실시할 수 있다.

사용시 주의사항

작업 전 반드시 기계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 개시 전 반드시 기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

를 실시하고 보수를 완료한 다음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외, 작

업 완료시 다시 기계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체크한다.

기계를 임대 또는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첨부해야 한

다.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독하고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

라 기계를 운전해야 한다.

지정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소화기를 지정된 위치에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 콤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소화기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소화기에 부착된 요구사항에 따라 소화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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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를 적시에 교체한다.(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은 본 장 2.4 참조.)

반드시 지정된 배터리(축전기)를 사용한다.

배터리 교체시 콤바인 사용설명서에서 지정한 용량의 배터리를 반드시

사용한다. 전압계 및 액체비중계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한다. 동결된 배터리

를 충전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하지 않는다.  

배터리의 장착과 분해는 반드시 정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배터리 장착 시 먼저 +극을 연결한 다음 –극을 연결한다. 분해시 먼저 –

극을 분해한 다음 +극을 분해한다.

연료 보충시 화기를 엄금한다.

연료 보충시 흡연, 불조명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안전용 커버를 장착하기 전에 기계를 기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동

후 커버를 열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

엔진 기동시 각 조종레버를 중립위치 또는 분리위치에 놓이게 한다.

엔진 기동시 단락상태에서 기동하지 말고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

아 변속레버, 주클러치, 곡물배출 클러치를 중립위치 또는 분리위치에 놓고

엔진을 기동한다.

기계가 장시간 동일위치에서 탈곡작업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배기관

의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인해 작물을 인화시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등을 사용한다.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등을 켜서 주변환경을 확인하여 작업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우천, 안개 낀 날씨 또는 작물에 이슬이 많은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다. 작물의 습도가 너무 높아 기계의 막힘, 파손 및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기계운전 중 예취부 앞쪽 및 짚배출구 뒤에 절대 사람이 서 있

으면 안 된다.

기계운전 중 손발을 곡물탱크 및 낟알출구 안에 밀어 넣으면

안 된다.

기계운전 중 낟알, tailings 확인창을 열어서는 안 된다. 

기계운전 중 수확장치, 예컨대 예취부, 예취날, 릴 등 위치에 기능과

관련된 절단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주행, 이전시의 주의사항

언덕을 오르내릴 때 변속 및 정차를 하면 안 된다.

경사도로에서 부득이 정차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나무판이나 큰 돌로 궤

도 앞뒤쪽을 견고하게 받쳐놓아야 한다.

주행 또는 작업시 운전대에는 한 사람만 조작을 해야 하고 다른 작

업자가 운전대에 서 있거나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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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가까운 주변에 사람을 없고 모든 보호용 커버가 장착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한 다음 컬렉션을 5초 동안 울리고 엔진을 기동해야 있다.

논두렁을 넘어가는 경우 최저속도로 직진하여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계가 밸런스를 잃고 전복되어 부상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

다.

운송 중 주의사항

기계를 트럭에 하역하는 경우 반드시 충족한 길이, 너비, 강도 및 미

끄럼 방지기능을 가진 트랩을 사용해야 한다.

콤바인을 하역하는 경우 트럭의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야 한다.

기계가 트랩에서 주행할 때 전진방향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저속으

로 주행하며 주행용 클러치를 분리하는 것을 엄금한다.

트랩과 트럭의 연결부위의 틈새는 너무 크면 안 되며 확실히 연결하

고 중심위치를 맞추는 동시에 평행상태를 유지한다.

기계를 트럭에 실은 후 로프나 철사로 잘 고정한다. 궤도 앞뒤쪽은

나무 받침대로 견고하게 받쳐준다.

청소 주의사항

막힘을 제거하는 경우 우선 엔진을 끈 다음에 실시한다.

예취부, 반송부, 탈곡로터 및 낟알반송장치를 청소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엔진을 끈 다음 실시한다.

낟알출구가 막히는 경우 절대로 손이나 다른 도구로 청소해서는 안

된다.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보수유지 주의사항

배터리 확인 시 화기를 엄금한다.  

배터리의 액조커버를 열 때 근처에서 불(담배, 라이터 등)을 사용하지 말

것.

배터리액이 인체나 옷에 튀는 것을 방지하고 튄 경우 즉시 물로 세

척할 것.

각 조작기구를 확인하고 보수하여 원활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특히

조향 및 제동장치가 고장 또는 편향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예치부를 상승시킨 후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유압실린더를

록(lock)시킨다.

보수 또는 새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대응되는 안전경고 표지

판을 제때에 교체한다.

규정에 따라 엔진유 상태를 확인하여 엔진의 정상가동을 유지한다.

매일 오일량(유면높이)을 체크하여 오일게이지 허용되는 눈금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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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작업완료 후 본체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습하

고 연질의 포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당일 주행기구에 묻은 풀부스

러기와 흙덩어리를 청소하고 확인 및 보수를 실시하며 윤활유를 주입

하는 동시에 도구를 정리하여 기계내부에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여 기

계의 파손을 막는다.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콤바인을 주차하고 예치부를 지면에 내려놓는

다.

예치부 청소시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여 손이 베이는 것을 예방한다.

2.2 경고표지판의 부착위치

표지1

!주의 기계 작동시 전동장치에 손, 팔이 감겨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

호용 커버를 열지 말아야 한다.

표지2

!주의 예치부 상승/하강 유압실린더를 안전용 레버를 확실히 장착한 다음에

야 예치부 밑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주차 또는 주행시 안전용 레버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표지3

!주의 보수유지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엔진의 작동을 끄고 시동용 키를 빼

내야 한다.

표지4

!경고 예취날의 이물질 청소 또는 보수 수행시 예취날 칼날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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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표지5

1. 운전자 및 조작자는 반드시 정식 업무교육을 받고 관련법에 따라 운

전면허증 및 조작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는

제품에 대한 A/S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2. 운전자 및 조작자는 반드시 제품 사용설명서를 숙독하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사용설명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시로 관찰,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고장을 제때에 제거하며 고장이 있는 기계를 운전하지 않는

다.

3. 운전/조작자 및 근처에서 작업하는 전체인원이 반드시 기계에 부착된

각종 ‘위험’, ’경고’, ’주의’ 표지판 내용을 잘 파악하여 불필요한 손실

을 막도록 한다.

4. 본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및 연료는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규정한

종류 및 규격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초래된 결과는 고객

스스로 책임진다.

5. 운전 중 되도록 수동 엑셀레이터를 사용한다.

6. 아래와 같은 경우 주행속도를 낮추고 피드량을 줄여 제품의 불필요한

고장 및 곡물의 유실현상을 피한다.

1) 곡물의 함수량이 너무 높고 줄기의 습도가 너무 큰 경우;

2) 곡물의 함수량이 너무 낮고 줄기가 너무 건조한 경우;

3) 곡물의 도복정도가 심각한 경우;

4) 포장의 가로방향 경사가 너무 큰 경우.

7. 작업구역 내에서 금연을 엄금한다.

8. 작업장소에서 운전시 연료를 보충하는 것을 금지한다.

9. 기동 전 각 조종레버는 중립위치나 분리위치에 놓여있어야 한다.

10.작업 도중 기계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

!주의 표지6

보호용 커버를 닫은 후 록(LOCK)고리를 걸고 보호용 커버를

열기 전에 록고리를 풀어야 한다.

!위험 표지7

1. 곡물탱크에는 사람이 서있으면 안 된다.

2. 각목, 삽 등 경질의 도구로 곡물탱크 내부의 잔여곡물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손을 곡물탱크에 밀어넣어 곡물을 부려서는 안 된다. 손을 상할 위험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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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물탱크에 들어가 발로 곡물을 밟아 부리는 것을 금지한다.

표지8

!경고 배출물에 다치지 않도록 짚배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리

전에 엔진시동을 꺼야 한다.

!주의 표지9

퇴적물 및 먼지를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경고 표지10

시동 전에 반드시 냉각수 및 오일을 체크해야 한다.

표지11

!경고 타이어 교체시 circular rim이 튀어나와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에어를

먼저 방출한 다음 볼트를 풀어 타이어를 해체한다.

표지12

!위험 엔진을 보수 유지하거나 레디에이터에 급수를 하는 경우 배기관이나

증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것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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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고표지판 부착위치 (그림1 참조)

그림1  경고표지판 부착위치도

1. 표지판1  2. 표지판2  3. 표지판3  4. 표지판4  5. 표지판5  6. 표지판6  7. 표

지판7  8. 표지판8  9. 표지판9  10. 표지판10  11. 표지판11  12. 표지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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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안전표지판은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고 청결하고 완전

한 모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파손이나 유실한 경우에는 당사 판매부와 연락

하여 구입하도록 하세요.

2.4 소화기 설치위치 및 사용설명

2.4.1 소화기 설치위치

소화기는 기계본체의 소화기 전용 브라켓에 설치하며 그 위치는 곡물탱크

의 우측벽에 설치한다.

2.4.2 사용설명

사용방법: 소화시 한 손으로 소화기 중간부분을 잡고서 노즐을 화염의 뿌

리부분을 조준하고 다른 손으로 먼저 안전핀을 뽑은 다음 손잡이를 잡고 화

살표방향(시계바늘 방향)으로 세게 돌려 고정하면 약 1~4분간(Lag시간) 후

파우더를 분사하여 소화하게 된다. 

액체 인화물에 붙은 화재를 소화하는 경우 되도록 액체가 비산하는 것을

피한다.

3. 주요부품의 구성, 역할 및 조절

콤바인의 구조는 그림2 참조

그림2  콤바인 구조도

1.예취부  2.예취부 상승/하강 실린더  3. 2차예취기  4.반송부

5. 섀시 주행장치  6.연료탱크  7.선별실  8.탈곡실  9. 조종레버

10.작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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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종레버 위치 및 역할

각 조종레버의 위치는 그림3 참조하고 역할 은 표1 참조.

그림3  조종레버 위치

1.우회전 조종레버  2.좌회전 조종레버 3.주변속레버  4.부변속레버  5.곡물배출 클

러치  6.엔진 OFF핸들  7.작업클러치  8.예취부 승강핸들  9.릴 승강핸들  10.수동

엑셀레이터

표1  조종레버의 역할 및 표지판 부착위치

번

호
명 칭 역 할

표지판

기호

표지판 부

착위치

1
우회전 조종

레버

뒤로 잡아당기면 콤바인이 우회전

한다.

A 운전대

2
좌회전 조종

레버

뒤로 잡아당기면 콤바인이 좌회전

한다.

B 운전대

3
주변속레버 전좌위치는 III단, 전우위치는 II단, 

후좌위치는 후진단, 후우위치는 I단

C 변속기박스

커버

4
부변속레버 앞으로 밀면 저속, 뒤로 당기면

고속

D 변속기박스

커버

5
곡물배출

클러치

앞으로 밀면 결합, 뒤로 당기면 분

리

E 운전대

측면판

6
엔진 OFF 

핸들

뒤로 당기면 엔진시동이 꺼진다. F 운전대

7 작업클러치 위로 올리면 분리, 아래로 누르

면 결합

G 유압유탱크

기계전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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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결합 좌측

8
예취부/릴

상하핸들

앞으로 밀면 예취부/릴 상승, 뒤

로 당기면 예취부/릴 하강한다.

무

9
수동 엑셀레

이터

뒤로 당기면 스로틀밸브가 크게

열린다.(가속)

H 운전대

3.2 예취부

예취부는 기계의 앞쪽에 위치하며 콤바인 작업시 작물을 절단 및 반송하

는 부품이다.

예취부는 주로 좌/우 디바이더, 릴(Reel), 예취날, 나선형반송기, 전동기구, 

예취부본체, 예취부 록실린더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4 참조.

그림4  예취부

1.릴  2.좌(우) 디바이더  3.예취날  4.예취부본체  5.나선형반송기  6.전동기구

높은 논두렁 및 요철이 있는 포장을 통과시 속도를 줄여 예취부 본체 베이스판과

부딪쳐 일어나는 변형이나 파손을 피한다. 

3.2.1 릴

릴은 편심 spring thooth 형식으로 좌우 상하실린더를 통해 예취부 본체에

연결되며 주로 편심기구, spring thooth 레버, 관축 및 spring thooth로 구성

된다. 그림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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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릴

1. 편심기구  2. spring thooth  3.관축  4. spring thooth 레버

릴의 역할:

절단할 작물을 예취날 쪽으로 안내하고 절단작업을 보조한다.

♦ 도복 작물을 잡아 일으키고 부축하는 역할을 한다.

♦ 절단한 작물을 나선형 반송기 쪽으로 밀어준다.

릴의 조절방법은 그림6 참조.

그림6  릴

♦ 높이, 전후의 조절

릴의 전후위치는 릴 브라켓의 상하 브라켓레버 위에서 이동하는 위치를

통해 조절한다. V벨트 및 브라켓의 고정핀을 해체하고 릴을 이동시킨다. 이

동시 좌우 양쪽을 동시에 이동시키며 양측의 고정핀을 대응되는 구멍에 끼

우게 한다. 릴의 높이방향 위치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릴 유압실린더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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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를 통해 조절한다.

릴의 높이 및 전후위치의 조절은 보통 동시에 실시하며 정상상태에서 릴

의 높이 및 전후 위치는 릴 spring thooth 레버가 절단할 작물높이의 중심위

치 즉 2/3 높이어야 하고 동시에 작물을 부축하고 뒤로 미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작물을 앞으로 미는 경향이 없어야 한다. 그림7 참조.

그림7  릴의 절단위치

릴의 최저높이 위치에서 spring thooth 끝단과 예취날 사이의 간격은

20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릴 최고높이 위치에서 spring thooth와 나선형 반송기 신축형 치형레버간

의 간격은 20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spring thooth 각도의 조절.  그림8 참조.

그림8  릴 spring thooth 각도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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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직립형 작물을 수확하는 경우 spring thooth는 지면에 수직하여

작물 안에 끼워 들어가야 한다.

도복작물을 수확하는 경우 spring thooth를 뒤쪽으로 15°~30°로 되게 조

절한다. 볼트A를 풀어 원호 모양의 홈을 따라 이동시켜 상단 spring thooth

를 앞으로 경사지게 하고 하단 spring thooth를 뒤로 경사지게 하며 조절완

료 후 볼트A를 죄어준다.

3.2.2 예취날

본기계는 II형 예취날(GB1209-86)을 사용한다.

예취날의 역할은 작물을 가지런히 절단하는 것이다.

예취날은 칼날보호기, 칼대, 이동칼날, 칼날누르개, 나이프 빔, 마찰편 등

으로 구성된다. 그림9 참조.

그림9  예취날

1. 나이프 빔  2.마찰편  3.칼대  4.칼날누르개  5.이동칼날  6.칼날보호기

예취날이 작물을 누락 또는 중복 절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취날을 정

확하게 조절하여 아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이동칼날과 칼날보호기의 틈새는 앞쪽≤0.5mm, 뒤쪽≤1.5mm.

② 이동칼날과 칼날누르개의 틈새≤0.5mm.

③ 이동칼날과 칼날보호기의 겹친정도≤5mm.

이동칼날과 칼날보호기의 틈새조절 방법은 그림10 참조. 손망치로 칼날보

호기를 두르려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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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그림11

이동칼날과 칼날누르개의 틈새조절은 그림11 참조. 손망치로 칼날누르개

의 앞뒤를 두드려 교정한다.

예취날의 절단틈새를 조절하는 경우 손을 이동칼날과 칼날누르개 사이에

넣으면 부상을 입기 쉬으므로 넣지 말아야 한다.

3.2.3 나선형 반송기

나선형 반송기(Feeding screw conveyer)는 예취날의 뒤쪽에 위치하며 절

단한 작물을 연속, 균일하게 예취부 투입구로 반송하고 신축레버로 작물을

반송부에 보낸다. 본 기종의 나선형 반송기 한쪽(우측)은 고정되고 다른 한

쪽(좌측)은 교반 밴(Vane)과 예취부 베이스판의 간격을 상하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

나선형 반송기는 주로 반송기본체, 장축(구동축), 조절레버, 신축레버, 신

축레버 고정부시, 신축레버시트, 이동축, 단축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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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나선현 반송기

1. 편심 조절축  2.신축치(齒)축 브라켓  3.신축치축  4.신축치 가이드슬리브

5. 신축치  6.본체  7.구동축

나선형 반송기와 예취부 베이스판의 간격조절은 그림13 참조.

그림13 신축치의 조절

너트C, 조절볼트D를 풀어 밴과 베이스판의 간격을 15mm로 조절한다.

신축레버 단면과 예취부 베이스판의 간격의 조절방법은 그림13와 같다.

볼트A를 풀어 부채형 블록B를 원호형 홈을 따라 회전하여 신축레버시트와

예취부 베이스판의 간격이 8-10mm가 되게 한 다음 볼트A를 죄인다. 

나선형 반송기가 막히는 경우는 반드시 엔진시동을 끈 다음 청소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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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유압록(Lock)

유압록은 예취부를 상승하여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취부가 갑자기 하강

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보호장치다. 유압록의 사용법은 그림14 참조.

그림14 유압록

예취부가 최고위치까지 올리고 예취부 본체에서 체인B를 벗겨 유압록C가 자

체중량으로 인해 실린더 피스톤D를 덮어 예취부를 약간 하강하여 유압록이

실린더를 고정시켜 예취부를 지탱하도록 한다.

유압록을 고정한 다음 보수를 실시하여 인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3.3 반송장치 (반송부)

반송장치는 기계의 좌측에 위치하며 하부는 예취부의 투입구에 연결하고

상부는 탈곡실과 연결한다. 그 역할은 예취부로부터 유입된 작물을 반송체인

을 통해 탈곡실로 균일하고 강제적으로 반송하는 것이다. 

반송장치는 주로 상축(구동), 하부동륜(下浮動輪), 반송체인, 본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15 참조.

그림15  반송장치

1.부동륜  2.반송체인  3.과도통본체  4.구동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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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량의 변화에 따른 작물층 두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부동륜은

상하로 부동할 수 있게 하여 작물 두께의 변화에 대응하여 막힘현상을 피한

다.

반송체인의 느슨한 정도는 일치해야 하고 손으로 부동륜을 당겨 상사점(上

死點)에 오게 한 다음 손을 놓으면 부동륜이 자유낙하하여 하사점까지 달하

는 정도면 적당하고 동시에 사슬써레(chain harrow)가 본체 밑판에 안 닿을

정도면 된다. 구체적인 조절법은 그림15 참조.

너트A를 풀어 체인장력을 크게 조절하는 경우 너트C를 풀고 같은 방향으

로 너트B를 돌리고, 체인정력을 작게 조절하는 경우 너트B를 풀고 같은 방

향으로 너트C를 돌리며 조절완료 후 너트A, B, C를 각각 죄어준다.

반송체인을 가장 길게 조절한 경우 사슬써레 치형상부와 나선형 반송기

밴 간의 간격을 확인하여 예취부 상하 이동시의 최소간격이 15mm 이상이고

최대간격은 130mm 이하로 한다.(사슬써레의 길이는 체인고리를 증가

하거나 감소하여 조절한다.)

반송장치의 상축 및 하축 부동륜에 풀이 감기는가를 상시 확인하고 발견

하는 경우 엔진을 끄고 제때에 청소한다.

3.4 탈곡부

탈곡부는 기계의 전체 후반부에 위치하며 콤바인의 핵심부분이다. 그 역할

은 탈곡실에 유입된 작물에 대해 탈곡, 분리, 선별, 낟알의 반송, 짚의 배출

및 곡물의 배출 등이다.

탈곡부는 탈곡로터, 콘케이브, 상하부체, 선별용 송풍기, 곡물탱크, 곡물배

출기구 및 낟알과 tailings반송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16 참조.

3.4.1 탈곡로터

본기계는 축류바 치형 탈곡로터 형식을 채택하며 역할은 탈곡로터와 콘케

이브를 조합하여 작물의 탈곡 및 분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탈곡로터는 드럼축, 치형바, 분리판, 스포크휠, 베어링박스 등으로 구성된

다. 그림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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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탈곡부

1.곡물배출기구  2.곡물통  3.낟알반송장치  4.탈곡로터  5.콘케이브  6.짚배출륜

7.상하부체  8.tailings반송장치  9.송풍기

그림17  탈곡로터

1.드럼축  2.치형바  3.분리판  4.스포크휠  5.베어링

탈곡로터의 조절: 작물 품종에 변화에 대응하고 작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본 기계의 탈곡로터 회전속도(2종 속도)는 조절이 가능하며 치형바는 분해가

가능하다.(출하시 6개 치형바를 장착, 3개를 분리하고 3개로 작업가능하다.) 

분리판은 분해할 수 있고 치형바의 조립위치도 조절이 가능하다.(4종 조립위

치) 이로써 작업성능의 요구를 충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조절방식을 사용하

는가는 실제 작업여건에 따라 정한다.

치형바의 선정과 조립. 그림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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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치형바의 조절

작물의 품종, 작물의 성숙정도에 따라 3개 또는 6개 치형바를 설치

하고 탈곡이 용이한 벼(올벼, 교잡벼, 메벼, 밀) 종류는 3개 치형바를

설치할 수 있고 탈곡이 어려운 keng rice 및 보리 종류는 6개 치형바

를 사용한다.

회전속도의 선정

본 기계 탈곡로터의 회전속도는 중간 전동축의 스프로킷 휠(드럼축 구

동용 스프로킷 휠)을 교체하여 변경한다. 본 스프로킷 휠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잇수 25(출하시 장착)이고 또 하나는 잇수 32(출하시 비

품박스에 비치)이다. 출하시 드럼에는 잇수 25인 스프로킷 휠을 장착

하며 이는 벼 및 밀의 정상작업에 사용된다. 짚 배출구에서 배출된 짚

이 너무 잘고 적거나, 선별부하가 크고 낟알이 깨지는 경우 32 잇수

인 스프로킷 휠을 교체해야 한다.

치형바위치선정 그림19참조

치형바(toothed bar) 위치의 선정이란 탈곡로터와 콘케이브의 간

격을 변경하여 최적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본 기계의 이

간격은 각각 12mm, 18mm, 24mm, 30mm로 출하시의 간격은

18mm이다. 탈곡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짚배출구에 낟알이 많이

딸려 나오는 경우 간격을 작게 조절하고 탈곡을 거친 작물의 분

쇄율이 너무 높은 경우 간격을 크게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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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탈곡 로터 콘케이브 간격의 조절

분리판의 선정. 그림17

분리판은 주로 분리역할(출하시 이미 장착)을 높이는 것이며 낟

알 손실이 적은 경우 분리하여 되도록 출력소모량을 줄인다.

전체적으로 어느 조절방식으로 최고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는 현

장 작업상황과 운전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탈곡로터의 조절은 반드시 엔진을 끈 다음 실시한다.

치형바 고정용 및 스포크휠의 연결용 볼트를 항상 확인하여 볼

트의 풀림으로 인한 인체 부상사고를 피한다. 조절확인 후, 반

드시 드럼상부 커버를 잘 닫고 고정한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인체 부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3.4.2 콘케이브

콘케이브는 탈곡로터와 조합하여 작물의 탈곡과 분리를 완성한다. 

본 기계에 사용한 것은 고정그릴형 콘케이브로 분리면적이 크고 효과

가 좋은 장점이 있다.

비교적 푸르거나 수분함량이 큰 작물을 수확하는 경우 항상 콘케이

브를 확인, 청소하여 콘케이브의 막힘으로 인한 과도한 분리손실을 피

하도록 한다.

3.4.3 선별용 송풍기

선별용 송풍기와 선별실로 구성된 선별장치를 통해 탈곡 후의 작물

낟알을 선별하여 낟알의 청결상태를 향상시킨다. 본 기계에 사용된 선



부 록

DHM 농업기계

21

별용 송풍기는 원심 송풍기로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선별용 송풍기는 송풍기축, 임펠라(impeller), 본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20 참조.

송풍량의 조절(그림20 참조)

나비형 볼트A를 풀고 풍량 조절판B를 위로 이동시키면 풍량을 줄어

들고 반대로 하면 풍량이 커진다. 풍량을 적당히 조절한 다음 너트A를

죄인다. 작업시 낟알의 청결도가 좋지 않은 경우 송풍량을 크게 조절

하고 체면에 낟알이 유실되는 현상이 있을 때 송풍량을 작게 조절한다.

풍향의 조절(그림20 참조)

그림20  송풍기

1.송풍기축  2.임펠라 3.본체  4. 풍향안내판 조절핸들

풍향안내판(wind board) 조절핸들을 잡아당겨 아래로 누르면 체 하부의

풍속이 커지고, 핸들을 위로 올리면 체 상부의 풍속이 커진다. 원칙적으로

낟알이 송풍기 바람에 의해 본체 밖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체 하부의 풍속

을 크게 조절해야 하며 아닌 경우 작게 조절한다.

풍량을 조절은 반드시 엔진을 끄고 실시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송풍기의 임펠라 수는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

[지키지 않는 경우]

기계고장이나 콤바인 부품의 파손을 일으킨다.

3.4.4 선별실

선별실은 상부체, 하부체, 후미(后尾)체, 전동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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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체는 비늘모양의 체로 전,후 두 부분으로 나뉘며 입구의 간격을 각각

조절할 수 있고, 하부체는 편직물 체로 체 구멍 사이즈는 16X16이며 하부체

면의 좌측 후단에 곡물분할판을 설치하여 체 면위의 쌓인 곡물을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하고, 후미체는 계단 그릴형으로 하부체의 후단에 설치한다. 

그림21 참조.

후미체의 각도는 선별 손실의 크기(위로 15℃ 회전가능)에 따라 조절이 가

능하다. 후미체에 혼합물이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후미체 후단을

위로 조절한다.

곡물분할판의 조절(그림21 참조)

볼트A를 풀어 볼트B를 분해하고 혼합물 분포의 균일정도에 따라 곡물분할

판C를 적당한 위치(각도 조절)로 조절한다. 볼트B를 끼우고 죄인 다음 볼트

A를 죄인다.

후미체 각도의 조절. 그림21 참조.

그림21  선별실

1.선별박스  2.전동기구  3.상부체  3.하부체  4.후미체

볼트D를 풀고 후미체를 돌려 위의 적당한 위치까지 올린 다음 볼트D를

꽉 죄인다. 

낟알에 이물질이나 tailings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 만족할 때까지 후미체

를 아래로 몇 번 반복 조절한다.

조절할 때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비교적 푸르거나 수분함량이 큰 작물을 수확하는 경우 항상 체면을 청소

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낟알의 청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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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낟알 반송장치

낟알 반송장치는 낟알 나선형 추진반송기(수평식 screw conveyer)와 낟알

나선형 상승반송기(리프트 screw conveyer)로 구성된다. 그림22 참조.

낟알 반송장치의 역할은 선별을 마친 깨끗한 낟알을 곡물탱크로 반송하는

것이다.

추진반송기와 상승반송기의 연결부위에 확인창이 설치되어 있어 낟알 반

송장치에 막힘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이 확인창을 열고 막힘을 제거할 수 있

다.

막힘을 제거하는 경우 반드시 엔진을 끄고 실시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림22 낟알 상승 반송기

1. 낟알 추진반송기   2. 낟알 상승반송기

3.4.6 tailings 반송장치

Tailings 반송장치는 tailings 나선형 추진반송기(수평식 screw conveyer)와

tailings 나선형 상승반송기(리프트 screw conveyer)로 구성된다. 

그림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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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Tailings 처리장치

             1.Tailings 추진반송기      2. Tailings 상승반송기

Tailings 반송장치의 역할은 송풍기로 기계 밖으로 불어내지 못한 tailings

및 낟알 혼합물을 탈곡실로 보내 탈곡한 다음 2차 선별을 하는 것이다.

상승반송기의 상/하단에 각각 확인창이 1개씩 있어 막힘 현상이 발생한

경우 이 곳에서 막힘을 제거할 수 있다.

막힘을 제거하는 경우 반드시 엔진을 끄고 실시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3.4.7 곡물탱크

곡물탱크는 본 기계의 중간부분에 위치한다. 용적은 0.6m3이고 낟알

350kg 정도를 수납하며 기계식 곡물배출 형식을 채택한다.(수동 곡물배출

방식도 있다.)

곡물탱크는 본체, 곡물배출 추진기, 곡물배출 전동축, 장력장치, 유량제어

판 및 전동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24 참조.

유량제어판과 곡물탱크 밑판의 간격은 낟알의 습도에 따라 결정된다. 습도

가 큰 경우 간격을 크게 하고, 아닌 경우 간격을 작게 한다. 일반 이 간격을

50mm 정도로 조절하면 된다.

곡물을 배출할 때 이 클러치를 천천히 결합시켜야 하고 빨리 결합하는 경

우 클러치 벨트가 잘 소손될 수 있으며 분리할 때는 단번에 재빠르게 분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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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벨트 텐션롤러의 조절은 그림24 참조.

클러치는 결합 후 벨트가 미끄러지지 않고 분리 후 벨트가 회전하지 말아

야 한다. 조절방법은 조절연결 나사봉(A)의 나사 연결길이를 조절하여 인장

와이어 시스템 길이를 단축시킴으로써 텐션롤러의 벹트에 대한 압력을 57N

로 회복하고 스프링 압축 후 와이어 사이의 틈새를 0.5~1mm로 교정한 다

음 모든 너트를 죄인다. 

그림24  곡물탱크

1. 전동기구  2.곡물배출 클러치  3.곡물탱크본체  4.수동 낟알배출구

5.곡물배출 반송기

본 기계의 곡물배출기구는 V형벨트 클러치를 사용한다. 25그림 참조.

엔진 가동시 인체의 어떠한 부위도 곡물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곡물 배출 전에 반드시 낟알출구의 막힘판을 꺼낸 다음 곡물배출 클러치

를 결합시켜야 한다.

곡물배출시 손을 배출구에 넣는 것을 엄금한다. 막힘이 발생하는 경우 엔

진을 먼저 끈 다음 제거해야 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3.4.8 작업클러치

작업클러치의 역할은 작업장치(주행부를 제외)의 전동를 결합 또는 분리하

는 것이다. 

작업클러치는 주로 조합벨트, 텐션롤러, 텐션스프링 등으로 구성된다. 그

림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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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곡물배출 클러치

그림26  작업클러치

1. nutted rod  2.이탈방지레버  3.텐션롤러  4.텐션스프링

작업클러치의 요구 및 조절

요구사항: 결합시 조합벨트는 슬립현상이 없어야 한다.

분리시 조합벨트는 연동하면 안 된다.

슬립현상이나 연동현상이 일어나면 텐션롤러 4를 상하로 이동하거나

nutted rod 1의 길이를 조절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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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션롤러 상하조절은 그림26 참조.

너트A를 풀어 텐션롤러4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적당한 위치에 놓이

게 한 다음 너트A를 죄인다.

nutted rod의 조절: 너트B를 풀어 텐션롤러를 적합한 위치까지 이동한 다

음 너트B를 죄인다.

텐션롤러 암의 각도는 너무 작게 조절하면 안 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이 암과 엔진 벨트풀리가 서로 부딪쳐 기계 손실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3.5 섀시부분

섀시부분은 주로 변속기, 주행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변속기에 사용과 조절은 ‘변속기박스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세요.(부속 비

품박스에 비치.)

3.5.1 주행장치

주행장치는 주행륜계, 프레임, 고무무한궤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27 참조.

그림27  주행륜계

1. 구동륜  2.대(大)로드휠  3.궤도이탈 방지장치  4.고무무한궤도  5.부동륜

6.리턴롤러  7.하부프레임  8.소(小)로드휠  9.유도륜

구동륜의 잇수는 9로 스플라인 축과 연결되어있고 로드휠은 2 가지가 있

는데 대로드휠 외경은 180mm로 양쪽에 각각 4세트씩 설치되고 소로드휠

외경은 165mm로 양쪽에 각각 1세트씩 맨 뒤쪽에 설치돼 있다.(그림27 참

조) 교체 또는 보수시 이 두 가지 로드휠을 잘못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무무한궤도의 규격은 (피치X링크수X너비) 90X48X350mm다.

작업시 고무궤도의 장력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궤도가 너무 느슨하면 궤도

가 쉽게 이탈하고 너무 팽팽하면 궤도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며 느슨

한 정도는 손으로 궤도의 윗부분을 들어서 궤도 안쪽면과 리턴롤러 원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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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격이 약 30-50mm이 되면 적당하다.

고무궤도의 장력조절: 그림27 참조.

너트A를 풀어 볼트C를 아래로 돌려 내리고 너트B를 돌려 텐션롤러를 뒤

로 이동시켜 궤도의 느슨한 정도를 적당하게 한 다음 고정한다. 너트A를 죄

이고 볼트C를 위로 돌려 텐션롤러의 각축을 받치도록 한다.

3.5.2 제동장치 , 조향기구의 구조 및 분해

제동, 조향기구의 구조는 그림28 참조.

분해: 변속박스 커버를 열고 볼트6을 풀어 제동장치, 조향기어 등을 해체

한다. 조립시 해체의 역순서로 조립한다.

돌부스러기, 날카로운 쇠붙이 등 단단하고 돌출된 물건이 있는 도로위에서

주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시멘트 및 아스발트 도로 위에서 급선회하는 것을 엄금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무한궤도의 사용수명을 줄이거나 무한궤도를 파손할 수 있다.

그림28  제동, 조향기구

1.제동장치  2.반(半)축  3.좌(우) 리셋스프링  4.조향 맞물림기어  5. 시프트 포크

6.너트  7.변속박스 윗커버

3.6 조종기구

조종기구는 좌(우) 조향레버, 조절레버, 좌우 조향캠, 제동암 및 제동 레버

로 구성된다. 그림29 참조.

콤바인을 좌(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좌(우) 조향 조종레버1를 뒤로 당

기면 조절레버2가 좌우조향캠5를 회전시키고 캠은 롤러축의 롤러를 눌러 일

정한 각도를 회전하게 하고 롤러축이 뒤로 이동하여 시프트 포크축이 다시



부 록

DHM 농업기계

29

좌우 조향 맞물림기어를 이탈시켜 조향 구동력을 차단하여 좌(우)회전을 수

행하게 된다. 급(작은)선회를 하는 경우 조향 조종레버를 끝까지 잡아당겨

제동레버를 한계위치까지 달하게 하면 된다. 완만하게(큰) 선회하는 경우 조

향 조종레버를 동력이 차단할 위치까지 당기면 된다. 

3.6.1 조종기구의 조절

조향 조종레버에는 3개 위치, 즉 초기위치I, 동력차단위치II, 제동한계위치

III이 있다. 그림29 참조.

동력차단위치는 그림29와 그림30, 그림31에 따라 조절한다.

그림30에서 캠이 초기위치에 있을 때 핀축은 제동레버 의 긴 구멍의 중간

위치에 놓여있게 된다. 그림31와 같이 캠이 회전하여 최종위치까지 왔을 때

핀축은 제동레버 I의 긴 구멍의 최상단에 위치하며 이 때 동력차단 단계가

완료되고 제동단계가 시작된다. 캠이 계속 회전하 고 롤러는 다시 이동하지

않아 제동레버1이 제동암2를 회전시켜 제동기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조종

레버를 뒤로 끝까지 잡아당기는 경우(전각도 43°34’) 조종레버는 조종대 면

판의 긴 구멍 후단과 접촉하지 말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동암이 여전히 위로 올릴 수 있다면 제동암을 분해, 조절하고 제동할 때의

회전 반대방향으로 한 개 이만큼 회전한 다음 재조립하여 적합한 위치가 될

때까지 다시 테스트한다.

그림29  조종기구

1.좌(우) 조향조종레버  2.조절레버  3.제동레버  4.제동암  5.좌(우) 조향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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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그림31

1. 캠  2.롤러

그림32에서 캠이 초기위치에 있을 때 핀축은 제동레버 I의 긴 구멍의 최하

단 위치에 놓여있게 된다. 캠이 회전하여 최종위치까지 왔을 때 핀축은 제동

레버 I의 긴 구멍의 최상단(점선 위치)에 위치하며 이 때 동력차단 단계가

완료되고 제동단계가 시작된다. 캠이 계속 회전하고 제동레버1이 제동암2를

회전시켜 제동기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3.6.2 분리베어링 틈새의 조절. 그림33 참조.

우선 클러치의 페달을 자유상태에 놓고(페달의 최고위치) 분리레버1의 록

너트3을 풀고 스패너로 록너트2를 돌려 조절하여 분리레버1과 분리베어링4 

간의 틈새를 0.5± 0.3mm로 유지한 다음 너트를 죄인다.

그림32                          그림33  분리베어링 틈새

1.제동레버   2.제동암       1.분리레버  2.조절너트  3.록너트  4.분리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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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클러치 레버의 조절. 그림34 참조.

페달1을 자유상태에 놓은 경우 조절레버2의 길이는 disengaging pawl 및

disengaging pawl 시트가 경사면의 최저위치에서 서로 접촉하면 적당하며

이 때 너트3을 죄인다.

조향 및 제동기구를 정확히 조절하여 원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중대한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림34 클러치레버의 조절

1.페달   2.레버   3.너트

3.7 유압시스템

본 유압시스템의 역할은 예취부 및 릴의 상승 및 하강을 제어하는 것이다. 

유압시스템은 주로 기어펌프, 유압조종밸브, 유압실린더, 유압유탱크, 유압배

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35 참조.

기어펌프의 모델명은 CBW-F310 좌회전이다.

유압조종밸브의 모델명은 DLS-L15E-T-A1A-2이다.

예취부 유압실린더는 단방향 피스톤식으로 설치거리는 480mm, 스트로크

는 250mm다.

릴 유압실린더는 단방향 피스톤식으로 설치거리는 300mm, 스트로크는

150mm다.

유압유탱크 총용적은 31L, 유효용적은 24.5L, 탱크 주입구에 필터를 장착

하여 탱크 출구에 클리너를 장착한다. 조립과 분해는 그림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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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유압시스템

1. 기어펌프  2.유압배관  3.유압유탱크  4.유압조종밸브  5.예취부 실린더

6.릴 실린더

배관B를 분해하고 볼트A를 풀고 클리너C 전체를 분해할 수 있다.

유압시스템에 사용하는 유압유 종류는 N46이고 주입량은 24.5L이다. 실린

더가 동작하지 않거나 정지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유압유가 청결하지 않고

조종밸브에 이물질이 혼입하여 밸브코어가 잘 안 닫히기 때문이며 이런 경

우 조종밸브를 해체하여 가솔린 또는 등유로 깨끗이 세척하고 다시 조립하

면 해결할 수 있다.(조종밸브를 해체할 경우 봉인을 뜯으면 안 된다.) 유압유

탱크의 유압유를 교체하는 경우 예취부를 상승 또는 하강하지 못하는 현상

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주로 실린더에 에어가 잔류해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 배기를 실시해야 한다. 배기방법은 실린더 입구 접속구를 느슨하게

풀고 디젤엔진을 기동하여 유압밸브 핸들을 조작한다. 실린더 접속구에서 배

출되는 오일에서 기포가 안 나올 때가 되면 배기가 완료된다. 이 때 접속구

를 죄인다. 실린더 접속구를 풀 때 반드시 예취부를 받쳐 놓고 실린더 접속

구를 죄일 때는 반드시 엔진을 먼저 꺼야 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중대한 인체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콤바인을 처음 사용한 다음 약 40시간 안에 반드시 새로운 유압유를 교체

해야 한다. 교체시 각 실린더를 리셋하여 필요한 유압배관 접속구를 해체하

고 낡은 유압유를 모두 배출하고(일정한 시간 운전한 후 유압유가 식기 전에

배출한다.) 클리너 및 필터를 세척하며 이후 수확계절이 끝날 때마다 유압유

를 1회씩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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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유압유탱크 출구 클리너

3.8 전기시스템

전기시스템은 크게 기동, 조명, 계기, 발전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기시

스템은 음극을 어스하고 정격전압은 12V이며 전기설명도는 그림37에 나타낸

다. 특히 본 시스템의 전원(배터리)의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는 것을 엄금한

다. 만약 반대로 연결하는 경우 한순간에 엔진 및 케이블을 소손할 수 있다. 

전기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부위를 확인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보수해야 한다.

케이블

컬러
홍색 황색 녹색 남색 백색

오렌

지색
회색 흑색

브라

운색

자주

색

기호 R Y G U W O S B N P

주: 설명도의 케이블 부분은 단색 및 쌍색 케이블 2종으로 단색 케이블 컬러

및 기호는 윗표에 나타내며 쌍색 케이블 기호는 두가지 컬러 기호의 조합으

로 뒤에 것은 부가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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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전기설명도

1.JK861 주전원스위치  2.6-QA-135 배터리(축전지)  3.조합계기 내부조명등  4.전류계  5.

좌회전램프  6. 우회전램프  7.수온표  8.수온센서  9.유압센서  10.유압계  11.STDZ-3 조

합계기  12.QD15J 기동용 모터(12V,35.KW)  13.JD133 기동계전기  14.JK423 Electro 

lock  15.JFT147B 전자식 조정기 16.JFT1311 AC발전기(350W,14V)  17.JK932-147 조향

등 스위치  18.SG1514 Flasher  19.TCM 좌회전 조향등  20. TCM 우회전 조향등  21.TCM 

좌후 조향등  22. TCM 우후 조향등  23.JK932-156 전조등 및 소등 스위치 24.BJ202 전조

등  25.소등  26.후방지시등  27.BJ202 후작업등 28.JK932-001 후작업등 스위치

29.DL1290G 컬렉션  30.JK932-008 컬렉션 버튼스위치  31.BX506 휴즈함

전기시스템의 고장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휴즈가 용단했는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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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휴즈함이 양호한 상황에서 다시 고장을 보수한다.

3.8.1 전기시스템 고장 제거절차 흐름도

배터리 전력확인

전력 부족시 적시에 충전 충족한 용량이 있음

키 스위치의 상태양호

조명등 및 컬렉션의 상태 확인 키 스위치 상태 양호

30A 휴즈 용단여부 확인

용단시 휴즈교체 또는 휴즈 연결 휴즈상태 양호

계전기흡입상태 확인

기동코어 단선여부확인 기동모터교체

발전부분:

디젤엔진 시동 후 중/소 스트롤

전류계의 충전전류를 확인

전류가 있으면 발전이 정상 전류가 없으면(전류계 지시가 0)

휴즈 확인

휴즈 용단시 교체 휴즈 양호

전자식 조정기 단락시킴(F와 정극)

충전전류 있는 경우 전자식 조정기 교체 충전전류 아직도 없는 경우 엔진

교체



부 록

DHM 농업기계

36

3.8.2 전조등 및 계기의 고장제거

전조등 및 곡물배출용 조명등이 모두 점등 안 하는 경우 먼저

휴즈를 확인하고, 전조등(또는 곡물배출용 조명등)이 점등 안

하는 경우 우선 스위치 접촉이 양호한가를 확인한 다음 다시

램프가 나갔는가를 확인하고 또 어스상태도 확인한다.

계기: 우선 전원(키 스위치)을 ON한 다음 관련 센서를 단락하

여(주의: 시간은 1초를 초과하면 안 됨) 계기판 지침이 움직이

면 센서를 교체하고, 지침이 여전히 안 움직이면 계기전체를 교

체한다.

본 시스템은 음극을 어스하므로 정극과 음극을 잘못 연결하면 절

대로 안 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전기부품의 소손 및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각 계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계를 정지

하고 검사, 보수한다.

4. 조작설명

 4.1 운전자가 기계 작동전(디젤엔진 기동전)의 확인사항

레디에이터(물탱크)의 냉각수가 충족한가;

연료탱크의 연료가 충족한가;

디젤엔진의 디젤유량이 규정범위(디젤엔진 설명서)내에 있는가;

유압유탱크의 유압유가 충족한가;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었는가;

소화기가 정상인가(유효기간이 지났는가), 반드시 기계에 부착.

안전용 커버가 잘 설치되었는가.

4.2 기동 및 운전정지의 조작

기동: 주/부 변속레버, 좌/우 조향조종레버, 작업클러치는 모두

중립위치 및 분리상태에 놓여있고, 수동 엑셀리이터는 ‘소’ 위

치에 놓여있어야 하고, 시동키를 끼워 기동위치까지 돌리고 엑

셀레이터 페달을 밟는다. 엔진에 시동을 걸리면 즉시 키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작게 하고 엔진이 5분간 공회전한 다음 엑셀레이

터를 크게 밟는다.

스타터와 배터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속 10초 이상 시동

을 걸지 말아야 한다. 10초 내에 시동이 안 걸리면 키를 끄고 2분 후

에 다시 시동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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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기동시 두 세트의 배터리를 직렬하여 시동을 걸지 않는다.

정지: 엔진을 끄기 전 무부하 상태로 하고 엑셀레이터를 아이들

상태까지 줄이고 몇 분간 공회전을 한 다음 엔진OFF 핸들을 당

겨 엔진시동을 끄고 전원을 차단(전원 스위치를 OFF)한다. 겨

울철에 기계정지 시간이 긴 경우 레디에이터와 엔진의 냉각수

를 모두 빼고 엔진본체가 동파하는 것을 피한다.

4.3 콤바인의 주행시작 , 선회, 정지의 조작

엔진 시동 후 유압밸브 조종레버를 뒤로 당겨 예취부를 상승시

키고, 왼발로 클러치 페달을 밟아 주행클러치를 분리상태에 놓이게 한

다음 부변속레버를 ‘저속’ 위치에 놓고 주변속레버를 ‘I’단에 건 다음

왼발을 천천히 들어 클러치를 천천히 결합시키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콤바인이 주행을 시작한다.

조향: 좌(우)조향 조종레버를 뒤로 당기면 기계를 좌(우)회전하

고, 레버를 끝까지 당기면 기계는 급커브를 돈다.

정지: 엑셀레이터를 들고 클러치를 밟고 주변속레버를 ‘공’ 위

치에 놓으면 콤바인이 주행을 멈추고 엔진이 시동을 끄면 콤바인은 정

지한다.

콤바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람이 없을 때 시작한다.

4.4 작업시 조작

콤바인이 수확할 포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행클러치를 밟아 작업클러

치를 결합시키고 수동 엑셀레이터를 ‘대’ 위치에 놓고 부변속레버를

‘저속’ 단에 놓고 주변속레버를 ‘I’단에 놓고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들

어 기계를 천천히 포장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오른 손으로 유압밸브

조종레버를 잡고 그루터기의 높이를 수시로 조절한다. 처음 수확을 시

작할 경우(길을 개척함) 저속 I단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길을 개척한 후

작물의 생산량과 포장의 크기에 따라 어느 속도 단수로 작업을 진행하

는가를 결정한다.

콤바인 작업시 엑셀레이터는 최대위치에 놓아 콤바인이 규정된 회전

속도로 작업하도록 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기계의 막힘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4.5 하역 및 이전시의 조작

본 기계가 무한궤도형 콤바인이므로 궤도의 비정상적인 마멸을

줄이기 위해 도로 위에서 장거리(3km 이상)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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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장소가 먼 경우 자동차나 전용트레일러로 운송해야 한다. 콤바

인을 하역시 주변에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고 일정한 강도, 

너비(400mm 이상), 길이를 가진 트랩(트랩의 길이는 적재트럭 높이의

3.5배 이상으로 한다)을 선택한다. 트럭의 주차 제동장치를 잠그고 차

륜을 주차블록으로 받치며 트랩을 트럭 중심의 대칭위치에 확실하게

설치하고 두 트랩은 같고 평행하며 콤바인의 상태가 정상이어야 한다. 

콤바인 적재시 저속I단의 중/저 엑셀레이터로 트랩에 잘 맞추어 서서히

주행하여 적재한다. 트럭과 트랩 사이에는 틈새가 없고 연결이 확실해

야 한다. 콤바인을 트럭에 실은 후 로프로 트럭에 확실히 고정하고 블

록으로 궤도 앞뒤쪽을 받쳐 운송 도중 콤바인의 전후 움직임을 방지한

다.

콤바인이 트랩에서 주행할 때 클러치페달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

[지키지 않는 경우]

주행 중의 콤바인이 갑자기 급속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인체 상해사

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동: 콤바인이 한 곳의 포장을 수확한 다음 다른 곳의 포장으

로 이동하는 경우 논두렁(250mm 이하)을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엑셀

을 작게 하며 본체를 논두렁에 수직방향으로 넘어야 한다. 콤바인의

전반부가 논두렁 위에 올라갔을 때 콤바인이 일시간에 앞으로 기울어

지게 되므로 이 때 클러치페달을 밟아 콤바인이 천천히 아래로 기울어

진 후 다시 클러치페달을 든다. 논두렁 높이가 250mm를 초과시 삽으

로 논두렁을 낮게 파고 위의 방법으로 논두렁을 넘는다.

논두렁을 넘을 때 콤바인 본체는 반드시 논두렁과 수직을 이루고 저

속으로 통과해야 한다.

[지키지 않는 경우]

기계부품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다.

5. 작업방법

5.1 정상작업방법

작물: 

높이 550-1100mm

성숙기: 臘熟期

절단선 이상에 잡초가 없고 밀의 잡초/곡물 비가 0.6-1.2, 낟알

함수량은 10-20%, 벼 잡초/곡물 비가 1.0-2.4, 낟알 함수량은

15-28%.

도복정도: 가벼운 도복(도복각이 45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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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너비≥10m, 길이≥50m

기하형상: 규칙적 모양

평탄하고 깊은 골이 없고 단단한 이물질과 진흙탕이 없다.

발 빠짐 정도: 없음.

5.2 일반 작업조건

아래 조건하에서 콤바인은 여전히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효능이 떨어

진다.

도복: 45°≤도복각≤70°일 경우 마주보고 베기 작업을 한다. 그

림38 참조.

발 빠짐 정도: 60kg 정도의 사람이 한 발로 힘을 주어 밟을 경

우 발 빠짐 깊이가 150mm보다 작아야 한다. 그림39 참조.

그림38 도복작물 베기

                                                         15mm 이하

그림39 발 빠짐 정도

도복각α

---->

따라가며 베기

----

마주보고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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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포장준비 , 수확방법 및 작업속도

 5.3.1 포장준비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콤바인 작업전에 그림40과 같이 포장의 머리 4

곳을 낫으로 베어내어 콤바인의 선회에 유리하도록 한다. 최소 머리 1곳을

베어내어 콤바인이 포장에 쉽게 들어가도록 한다. 

수확 작업시 사람이 짚배출구의 정면후방에 서 있는 것을 금지한다. 인체

부상,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콤바인이 포장 안에서 선회하거나 후진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클렉션을

울리고 작업인원들이 콤바인에서 멀리 떨어진 후 선회나 후진을 한다. 인체

부상,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작업시 화재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전자 및 작업인원들의 금

연을 엄금한다. 

5.3.2 수확작업

곡물배출부가 콤바인의 우측에 위치하므로 작업시 좌회전으로 수확

을 진행해야 한다. 그림 41 참조.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포장의 수확

2米→2m, 4米→4m

그림40 그림41

콤바인의 규칙적 모양 포장의 수확. 그림42 참조.

콤바인이 포장 머리까지 수확하였을 때 콤바인을 좌측으로 20° 선회

하고 콤바인 전장의 2배 길이만큼 후진한 다음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

서 30° 정도 좌회전한다. 우측 디바이더가 논두렁에 근접할 때 다시

후진하면서 30°정도 좌회전하고 또 전진한다. 이렇게 2-3회 반복하여

선회작업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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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그림43

불규칙 모양 포장의 수확. 그림43 참조.

콤바인이 불규칙 모양 포장을 수확시 먼저 콤바인으로 포장의 작

물을 규칙적 모양(사각형, 정4각형 등)으로 수확한 다음 다시 나머

지 부분의 작물을 수확한다.

도복작물의 수확

작물의 도복각이 45° 이하인 경우, 정상 작업방법으로 작업한다.

작물의 도복각이 45° 이상인 경우 따라가기 베기가 아닌 마주보고

베기를 권장하며 이런 작업방법은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기계의

막힘과 파손도 줄인다. 

5.3.3 작업속도

작업의 전진속도는 포장크기, 발 빠짐깊이, 작물종류, 품종 생산량

및 운전자의 조작 숙달정도와 관련이 있다. 다만 어느 속도단으로 작

업하든지 엑셀은 최대상태에 놓이게 한다. 권장하는 작업속도는 표2 

참조.

표2  콤바인 작업속도

콤바인 작업속도
수확할 작물종류

작업속도단 속도(km/h)

탈곡이 용이, 줄기가 낮고, 생산량

이 낮다.
저속I~저속III 0.86~2.53

벼류

줄기가 높고, 생산량이 높다. 저속I~저속II 0.86~1.57

탈곡이 용이, 줄기가 낮고, 생산량

이 낮다.
저속I~고속I 0.86~3.28

밀류

줄기가 높고, 생산량이 높다. 저속I~저속III 0.86~2.53

주: 냉각수가 끓는 경우 손으로 직접 냉각수탱크 커버를 여는 것을 엄

금한다. 인체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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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 예취장치(부속품)

2차 예취장치는 보조장치로 예취부의 뒤쪽 하단에 설치하고 무(畝) 

당 생산량이 500kg을 초과하고 줄기높이 1000mm 이상의 도복이 없

는 벼의 수확에 사용되며 잔여 그루터기가 짧고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장치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옵션으로 제공된다.

이 장치의 예취날이 예취부의 뒤쪽에 설치되므로 작업도중 주예취

부가 논(밭)두렁과 같은 장애물을 넘어간 경우에도 2차 예취장치는 여

전히 논두렁 뒤쪽에 남아있게 되므로 반드시 2차 예취장치의 예취날이

논두렁을 넘어간 후 예취부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2차

예취장치의 고장을 초래하여 전체 콤바인 작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논

두렁이 많고 높은 포장에서는 2차 예취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것이 좋

다.

2차 예취장치는 왕복식 예취날, 전동기구, 조절레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44 참조.

2차 예취장치의 조절은 그림44 참조.

그림44 부예취부(역자주: 2차 예취장치)

1.예취날  2.전동기구  3.조절레버

분할핀C와 핀D를 해체하고 너트F 및 너트B를 풀고 볼트A를 아래(위)로

돌려 2차예취장치의 칼날보호기 끝이 지면에서 (필요에 따라) 80~120mm로

되게 한다. 예취부를 상승시켜 예취부 칼날보호기 끝이 지면에서

350~400mm 정도로 되게 하고 레버길이를 그림과 같은 위치로 조절한 다

음 너트F 및 너트B를 죄이고 핀D를 끼우고 분할핀C를 끼운다.

2차 예취장치는 자체로 상하이동이 불가능하고 예취부의 상하이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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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하강하므로 논두렁이나 포장머리에 달하는 경우 콤바인의 속도를 줄이

고 예취부를 신속히 들어올려 2차예취장치의 충돌로 인한 파손을 피한다.

2차예취장치의 최저점은 380mm까지 상승할 수 있다. 높은 논두렁

(300mm)을 만나는 경우 논두렁을 삽으로 낮게 판 다음 수직방향으로 서서

히 논두렁을 넘어야 하고 절대로 사선방향으로 강제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7. 보수와 유지

콤바인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 사용수명을 연장하여 콤바인의 효율을

향상시키면 높은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콤바인의 보수와 유지를 잘

실시해야 한다. 기술적 보수유지란 콤바인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조정, 청소, 윤활, 죄임 및 사용기간이 지난 부품의 교체를 말한다.

7.1 신규구입 콤바인의 길들이기

새 콤바인은 시운전을 실행하고 디젤엔진의 설명서의 규정에 따라

디젤엔진의 길들이기를 실시한다.

생산량이 낮은 포장을 선정하거나 베기폭 및 전진속도를 조절하여

경하중 길들이기를 실시한다. 경하중 길들이기 시간은 하루 출근일

(8-10시간)보다 적으면 안 된다.

경하중 길들이기를 바탕으로 다시 풀부하 길들이기를 실시하며 풀부

하 길들이기 시간은 하루 출근일보다 적으면 안 된다.

풀부하 길들이기를 완료한 다음 콤바인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조정, 

죄임을 진행하고 변속박스 내부의 윤활유를 방출하고 디젤로 세척한

다음 새 윤활유를 주입한다.

7.2 보수유지

작업기간 내에 콤바인 운전중의 마찰, 진동 및 부하의 변화로 인해 연결볼

트의 풀림, 부품의 마모, 끼워맞춤 틈새의 증가, 기술상태의 부진, 디젤엔진

출력의 강하, 고장의 잦아짐, 작업효율의 강하, 연료소모량의 증가, 작업원가

의 상승 등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 콤바인의 양호한 기술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반드시 콤바인의 정기적인 보수유지를

실시해야 한다.

당사의 제품의 보수유지는 보통 일상보수, 계절보수 및 기술검사보수 3종

류로 나뉜다.

7.2.1 일상보수

콤바인의 먼지, 기름오염, 이물질을 청소하고 엔진 실린더커버, 본체

를 솔로 청소한다. 엔진 에어필터 및 연료필터를 청소하고 oil 

strainer를 매주 청소한다. 부품 연결부위의 죄임상태를 확인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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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오일의 누설현상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콘케이브의 체면 및 나선

형 반송기 본체를 청소한다.

변속기 박스, 디젤엔진 크랭크축 박스 윤활유 오일높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한다.

릴의 각 회전축, 체인 등 부위에 출근시간마다 1-2회 주유하고 각

주입구에 그리스를 주입한다.

전동 V벨트, 체인의 장력을 확인하여 적시에 조절한다.

7.2.2 계절보수

한 수확계절의 작업이 끝난 후 콤바인에 대한 계절보수를 실시하여 다음

계절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토록 한다.

계절보수 내용은 일상보수의 전부 내용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첨가한

다.

변속기박스의 오랜 윤활유를 방출하고 새 윤활유로 교체한다.

전동 V벨트 및 체인을 벗겨 V벨트는 압력을 받아 변형이 되지 않도

록 벽에 걸어놓고 체인은 녹이 쓸지 않도록 기계유에 담궈 놓는다.

방청, 방식 작업을 잘 실시한다. 각종 운동부품의 연결부위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예취날의 이동날에 기계유를 바른다. 콤바인은 부식성을

가진 물질과 같이 보관하면 안 되며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 보

관한다.

섀시(Chassis), 프레임을 나무받침대로 받쳐 궤도가 압력을 받지 않

도록 하는 동시에 궤도의 장력기구를 느슨하게 풀어 놓는다.

콤바인은 되도록 야외에 보관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방수포로 잘

덮어두어야 한다.

7.2.3 기술검사 및 보수

콤바인이 연속작업 시간이 500 시간을 경과한 후 반드시 전면적인 검사와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콤바인 부품(주로 회전부품)을 해체

하여 전면적인 세척, 검사, 조정, 보수를 실시하며 필요시 부품을 교체한 다

음 기술요구에 따라 다시 조립한다.

8. 일반 고장 및 조치

일반 자주 발생하는 고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연적인 마멸인데 이는 정상현상으로 정확한 보수를 실시해야만

자연 마멸을 줄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부적절한 사용 및 보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고장이다. 고

장이 일어나면 함부로 해체, 교체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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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1 고장에 대한 종합분석

8.1.1 고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

부정확한 조작: 새 콤바인 또는 대보수를 마친 콤바인을 길들이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 저온에서 콤바인을 기동하

여 정상작업온도에 달하지 않고 풀부하로 작업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보수: 디젤엔진, 섀시, 부품을 규정에 따라 일상보수, 계절

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조립, 조절: 조립 및 조정과정에서 부품의 끼워맞춤 틈새가

부적절하고 오일 공급시간이 부적절하고 체인 또는 전동벨트의 장력

이 부적절하고 예취날의 틈새가 너무 크다.

규격에 안 맞는 오일,연료를 사용하거나 마멸이 심한 부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열악한 환경이나 평탄하지 않은 도로에서 주행, 이동 중 진동이 심하

거나 충돌사고 발생, 포장이 물이 너무 깊거나 발 빠짐이 심함, 무더

운 여름철 고온상태에서 과부하 연속작업 등. 

8.1.2 고장원인 분석

디젤엔진 또는 섀시부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선외부/후내부, 선저용이

도/후고난이도, 계열에 따라 단을 나누고 분해를 줄이’는 원칙에 따라 판단

하며 확실한 고장원인을 찾기 전에 맹목적으로 부품을 분해하지 않는다. 

8.1.3 고장 분석방법

질문: 콤바인의 사용상태를 파악하고 전 작업자의 일상보수 실시여부

및 콤바인의 운전상태, 고장 발생 전후의 징후/차이를 파악한다.

시각검사: 동력 매연배출상태, 오일색상, 각 부품의 동작상태 등.

청각검사: 여러 회전속도에서 각 부품의 작동소리에 변화가 있는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없는가를 듣는다.

촉감검사: 각 연결부품이 느슨해진 것이 없는가, 전동벨트, 체인의

장력이 적당한가, 각 고정볼트/너트가 느슨해지거나 빠졌는가, 회전, 

전동용 부품이 과열되는가를 확인한다.

8.2 자주 발생하는 고장 및 제거방법

디젤엔진의 고장 및 제거방법은 ‘디젤엔진 설명서’에 따라 제거한다. 아래

표3은 자주 발생하는 콤바인의 고장 및 제거방법이다.

표3  콤바인의 자주 발생하는 고장

고장현상 고장원인 제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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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칼날틈새가 크고, 칼날누르

개 마모가 심각하다.

1.칼날틈새를 조정하고 칼날누

르개를 교체한다.

2.예취날 위에 흙이 쌓임. 2.엔진을 끈 후 예취날을 청소

한다.

칼날이 막히고 베어

내기 불가능, 

누락

3.이동칼날이 파손 또는 리벳

이 느슨해지다.

3.칼날을 교체하거나 다시 리벳

을 접합한다.

1.릴이 앞쪽,위쪽으로 오프셋

되다.

1.적합한 위치로 조절한다.칼날에 작물줄기가

쌓이다.

2.작물이 높고, 그루터기가 높

다.

2.그루터기를 짧게 한다.

1.V벨트가 미끄러진다. 1.V벨트 장력을 크게한다.예취날이 안 작동한

다. 2.칼날이 안 움직인다. 2.작업을 중지하고 보수하고 칼

날틈새를 다시 조절한다.

릴이 회전 안

한다.

V벨트가 느슨하다. 장력을 크게 한다.

1.릴이 너무 낮다. 1.높게 조절한다.릴이 작물을

날린다. 2.스프링 Tooth의 뒤쪽경사각

이 너무 크다.

2.경사각을 조절한다.

1.반송기와 밑판의 틈새가 작

다.

1.틈새를 크게 조절한다.예취부 반송기가

막힌다.

2.피드량이 불균일하다. 2.피드량을 균일하게 한다.

신축치에 작물이딸

려 나온다. 

투입안내구에 수축이 안 된

다.

균일하게 투입하여 수축하게

한다.

1.예취부와 2차예취부간의 높

이차가 너무 작다.

1.2차예취부 레버를 다시 조절

하여 높이차를 크게 한다.

2차예취부에 짚이

쌓인다.

2.작업속도가 너무 빠르다. 2.작업속도를 낮춘다.

1.예취부 반송기 피드량이 불

균일하다.(작물이 낮고 쌓인

다.)

1.속도를 줄이거나 주행클러치

를 밟아 예취부에 쌓인 작물을

균일하게 투입한다.

2.피드량이 너무 크다. 2.피드량을 줄인다.

3.반송체인이 벗겨지다. 3.반송체인을 다시 씌운다.

반송조 하단이

막힘.

4.반송체인과 반송기 본체간

의 간격이 너무 멀다.

4.반송체인 링크수를 늘려 간격

을 줄인다.

반송체인에 짚이

딸려 나온다.

1.반송체인을 반대로 조립하

였다.

1.다시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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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송조와 탈곡로터 입구의

연결판이 변형되다.

2.보수한다.

1.피드량이 크고 탈곡로터 회

전속도가 낮다.

1.기계속도 및 피드량(허용피드

량 범위)을 줄이고 엑셀을 최대

로 한다.(엔진이 정격회전속도

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탈곡로터가 막힘

2.작물이 너무 습하고 벤 줄

기가 너무 길다.

2.작물이 건조한 후 수확하고

그루터기 높이를 컨트롤한다.

1.짚배출구 커버를 안 열었다. 1.커버를 다 연다.짚배출구가 막힘

2.줄기가 너무 습하다. 2.줄기가 건조한 다음 수확한

다.

1.작물이 너무 습하고 콘케이

브가 막히다.

1.적시에 수확하고 막힘을 제거

한다.

2.탈곡치형레버와 콘케이브의

틈새가 너무 크다.

2.틈새를 줄인다.

짚배출구에 낟알혼

합손실이 심각하다.

3.탈곡로터 회전속도가 낮다. 3.엑셀을 최대로 하거나 벨트의

미끄럼현상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

1.풍량이 너무 크다. 1.풍량을 작게 한다.선별체에 낟알이 샌

다. 2.후미체 각도가 작다. 2.각도를 크게 한 다음 조절판

을 높게 조절한다.

1.풍량이 너무 작다. 1.풍량을 크게 조절한다.곡물청결도가 떨어

진다. 2.후미체 각도를 너무 크게

조절하였다.

2.각도를 작게 한다.

1.작물이 너무 습하다. 1.작물이 건조한 후 다시 수확

한다.

tailings상승반송기가

막힘

2.후미체가 너무 높고 조절판

이 너무 높게 되다.

2.후미체 각도를 낮게 조절한

후 조절판을 낮게 조절한다.

1.곡물배출 클러치를 너무 빨

리 결합하였다.

1.천천히 결합시킨다.곡물탱크에서 곡물

이 안 나온다.

2.작물이 너무 습하다. 2.작물이 건조한 후 작업한다.

1.궤도가 느슨하다. 1.궤도를 죄인다.

2.선회를 너무 급히 하다. 2.저속으로 선회한다.

궤도가 이탈되다

3.텐션롤러 브라켓이 변형되

다. 

3.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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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궤도가 이랑골에서 작업시

급회전을 하였다.

4.이랑골에서 작업시 급회전을

하지 않는다.

5.논두렁을 넘어갈 때 수직방

향으로 안 넘었다.

5.수직으로 논두렁을 넘는다.

1.조절이 부적절하여 먼저 제

동하고 분리하게 된다.

1.규정대로 조절하여 분리한 후

제동하게 한다.

2.제동벨트가 마멸되다. 2.교체

3.제동 오일실이 누설되다. 3.교체

4.조향기어 및 중간기어 포크

가 마멸되다.

4.교체

조향장치의 고장

5.조향 시프트 포크 마멸 5.교체

1.유압유가 더러움. 1.유압유 교체, 유압밸브나

제어밸브를 다시 세척한다.

2.유압펌프 파손. 2.교체

예취부 상승이 안됨

3.유량부족 3.규정대로 유압유 주입

1.유압실린더 내에 에어가

있음.

1.규정대로 배기를 한다.예취부가 하강이

안됨

2.유압 실린더록이 록되어

있음.

2.유압 실린더록을 열고 걸어놓

는다.

9. 콤바인의 보관

수확기가 끝나면 콤바인은 차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차고가 없는

경우 방수포로 콤바인을 잘 덮어서 보관한다.

차고는 안전하고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고 넓어야 하며 차고 안에는 인화

물질 및 폭발물, 부식성이 강한 물품을 두지 말아야 하며 콤바인을 차고에

넣은 후 계절보수 내용대로 보수를 실시하고 디젤엔진의 냉각수를 모두 방

출한다.

콤바인을 보관시 배터리의 음극배선을 분리하고 배터리액면을 확인하고

액면이 본체 최저수위보다 낮은 경우 CY-02보충액 또는 고순도 증류수로

보충하고 충분히 충전한 다음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콤바인의 보관기간 내에 배터리는 월 1회씩 충전한다.

콤바인을 재기동시 체인, 벨트 등을 조립하여 조절하고 5.1, 5.2, 5.3의 내

용대로 다시 기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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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기술사양 및 성능

10.1 주요기술사양

표4  주요기술사양

모델형식 궤도형 자체이동식곡물콤바인

기계모델명 4LZ-180 4LZ-200

작업 예취폭 mm 1800 2000

피 드 량 kg/s ≤1.8 ≤2.0

중 량 kg 2400 2530

모 델 명 QC495L QC495L/4L68

출 력 kw 40 40디젤엔진

회전속도 r/min 2600

평균 헥타르 당 연료소모량 kg/hm2 18 20

순작업시간 최고생산율 hm2/h 0.35 0.4

외형치수 (길이x폭x높이) mm 4945x2431x2560 4945x2631x2560

연료탱크용적 L 55

운전자 수 1

형 식 편심 스프링 Tooth형
릴

직 경 mm 900

형 식 반송체인형피드장치

(반송조) 폭 mm 400

형 식 축류바 치형 탈곡로터

직 경 mm 540,552,560,576  4종 조절가능형탈곡로터

길 이 mm 1330

형 식 릴형
콘케이브

분리면적 m2 1.48

형 식 쌍층: 상층비늘체, 하층 편직체

상부체면적 m2 0.96선별실

하부체면적 m2 1.06

낟알배출형식
기계식 곡물배출

(수동포대형 낟알배출구 장착)

낟알배출용적 m2 0.6

궤도규격 (피치x링크수x폭) kPa 90x48x350(90x48x400 교체 가능)

평균 접지압력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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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주행속도

속도단 위치 I II III 후진

고속(km/h) 3.28 5.94 9.62 2.35

저속(km/h) 0.86 1.57 2.53 0.63

10.2 주요성능 파라미터

피드량이 2kg/s인 경우, 절단선 이상에 잡초가 없고 작물이 직립해야 한

다. 밀의 잡초/곡물 비가 0.8-1.2, 낟알 함수량은 10-20%, 벼 잡초/곡물 비

가 1.0-2.4, 낟알함수량은 15-28%의 조건하에서 본 콤바인의 성능 파라미

터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요성능 파라미터

총손실율 이물질 함유율 파손율

밀≤1.5% 밀≤2% 밀≤2%

벼≤3.5% 벼≤2% 벼≤2%

11. 4LZ-200형 콤바인 구성품리스트

11.1 기술문서

번호 명 칭 수 량

1 4LZ-200형 콤바인 구성품리스트 목록

2 제품사용설명서 1

3 품질보증서 1

4 재품합격증 1

5 GN121-(D223)변속기 설명서 1

6 디젤엔진 설명서 1

11.2 공구리스트

번호 규 격 번 호 명칭 및 규격 수 량

1 JB/T7942.1-1995 푸쉬형 그리스건 1

2 QB/T1290.2-91 원형망치500g 1

3 GB6295.1-86 combination plier 200 1

4

GB/T4388-1995 양면스패너(8x10,12x14,13x15,

14x17,16x18,19x21,22x24, 

26x28,30x32) (9개)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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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B10639-89 -자 드라이버200x1.2x8 1

6 축용 E링 장착공구(직구) 1

7 구멍용 E링 장착공구(직구) 1

8 렌치(S=5) 1

9 유압잭3T 1

10 시프팅 스패너360x36 1

11 베어링 분해용 공구250 1

12 +자 드라이버100x5 1

11.3 비품

번호 규격번호 명칭 및 규격 수량

1 495디젤엔진비품 및 공구 1

2 GB/T10821-1993 V벨트 3HB1815 1

3 GB/867-1996 리벳5x14 8

4 GB1243.1-83 체인 08D 연결링크 2

5 GB1243.1-83 체인 10A 연결링크 2

6 GB1243.1-83 체인 12A 연결링크 2

7
농업용 반송체인S38연결링크(비규격

품)
2

8 건식파우더 소화기 2kg 1

9 4LZ180.3.2-1 II 스프로킷휠 Z32 1

10 GB1211-86 이동칼날 4

11 JB/T7862.1-2001 II형 칼날보호기 2

12 4LZ180.1.5.1-2 특종 이동칼날 1

13 JB/T7862.3-2001 II형 칼날누르개 2

12. 품질보증사항

12.1 본 사항의 법규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국경무질[1998]123호,<농업기계제품의 수리,교환, 반품규정>에 관한

문서.

당사 관련규격

12.2 제품품질 보증(수리,교환,반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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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품질보증기간: 1년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2년

주요부품에는 내연기본체, 실린더커버, 플라이휠, 프레임, 변속기본체

가 포함된다.

품질보증기간은 영수증을 수령한 일로부터 계산하며 A/S 업무로 인

한 수리시간 및 부품대기시간을 제외한다. 여전히 품질보증 유효기한

내에 있는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원 영수증 및 품질보증서에 의해

품질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3 제품품질 보증범위

당사에서 생산한 콤바인으로서 고객이 품질보증기간 내에 제품사용

설명서의 요구대로 정상 유지보수, 조작, 사용한 경우에 품질원인으

로 인한 트러블.

디젤엔진의 품질보증: 국가법규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

정대로 실시하고 기타사항은 협력사의 ‘디젤엔진 품질보증서’(비품박

스에 비치)의 규정대로 실시한다.

12.4 품질보증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절적한 보수, 유지, 조작 또는 사용설명서에서 규정한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초래한 조기 마멸이나 고장.

고객 스스로 사용설명서에서 고객 자체로 조절, 해체를 불허하는 부

위와 부품을 개조, 조절, 해체하여 초래한 고장.

품질보증서와 유효영수증이 없고 동시에 구입제품이 품질보증유효기

간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의 제품규격,모델명이 제품의 규격과 맞지 않

거나 위조된 경우.

고장 발생 후 본래의 고장상태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판

매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한 경우.

고장원인에 대한 기술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고장발생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또 다른고장

과 트러블을 초래하는 경우.

운전자, 작업자가 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 및 조작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 초래한 고장.

부절적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및 작업안전사고, 초래한

손실 및 고장, 트러블.

불가항력으로 인한 파손.

고무부품, 밀폐용부품, 유리제품, 일반 전기부품 및 설명서에서 규정

한 기타 파손하기 쉬운 부품,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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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품 품질보증서비스 원칙

수리를 위주로 하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되도록 수리한다. 수리를 거

쳐 사용요구에 달하지 못하는 부품은 새부품으로 교체하고 낡은 부

품을 남긴다. 다만 파손된 부품만 교체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품을 교

체하고 함부로 어셈블리를 교체하지 않는다.

12.6 제품 품질보증 서비스 처리절차

고객이 품질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영수증, 품질보증서 및 법에

따라 취득한 운전면허를 제시하고 판매업체와 연락하고 판매업체에

서 처리한다.

고객이 판매자, 수리업체, 당사의 품질보증 서비스 처리방식에 이의

가 있는 경우 협상을 거쳐 협의를 못 이룬다면 관련 관리부문 또는

법집행부문에 규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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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콤바인의 전동설명도

A型 – A형, B型 – B형, C型 – C형

4LZ-200 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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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벨트 규격모델 및 조립부품

모델 규격 수량 조립부위 비고

B 2065 3 엔진->주행변속기 내주길이

3HB 1815 1 엔진->중간전동축(작업클러치 벨트) 유효길이

C 1448 1 중간전동축->팬축 내주길이

2340 1 엔진->곡물배출전동축 내주길이
C

2860 1 과도축->예취부주축 내주길이

A 1706 1 투입 나선형반송기->예취부 과도륜 내주길이

A 2640 1 예취부 과도륜->릴 내주길이

전동체인 모델,링크수 및 조립부위

규격번호 모델 링크수 수량 조립부위

GB/T1293-1997 12A 98 1 중간전동축->탈곡로터축

GB/T1293-1997 10A 87 1 탈곡로터축->짚배출축

GB/T1293-1997 10A 81 1 중간축->반송조상축

GB/T1293-1997 10A 62 1 낟알반송기축->체박스구동축

GB/T1293-1997 08B 46 1 낟알반송기축->낟알상승반송기축

GB/T1293-1997 08B 104 1 낟알반송기축->tailings상승반송기축

GB/T1293-1997 12A 129 1 반송조 상축->과도중간축

GB/T1293-1997 08B 136 1 예취부연결축->2차예취날구동축

GB/T1293-1997 10A 102 1 곡물배출전동축->곡물배출반송기

GB/T1293-1997 10A 118 1 예취부연결축->나선형 반송기축

GB/T1293-1997 10A 108 1 팬축->낟알 나선형 반송기축

GB/T1293-1997 10A 98 1 체박스구동축->tailings나선형반송기

NJ106-1984 S38 114 2 반송조 상축->반송조 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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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콤바인 윤활도

工作小时 – 작업시간

4LZ-200 우측 윤활도



부 록

DHM 농업기계

57

工作小时 – 작업시간

4LZ-200 좌측 윤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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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콤바인 윤활유 주입위치표

윤활규정

수량
윤활방식

번

호
윤활부위

좌 우

윤활주

기(h)
사용량

윤활유

종류
비고

1 릴 중간전동축 1
그리스건

2 릴 우측 베어링하우징 1

윤활유

오일건 3 칼날누르개 기계유

4 릴 좌측 베어링하우징 1

15

5 릴 벨트 텐션롤러 2

6 칼날 전동 편심롤러 2

7 칼날구동용 볼시트,볼 2

8 주행벨트 텐션롤러 1

9 중간축 베어링 1

10 예취부전동축 베어링 1 1

11 중간전동축 베어링 2

12 과도통 상축베어링 1 1

13 탈곡로터 베어링 1 1

14 크랭크롤러 베어링 1 1

15 곡물탱크 곡물배출 나선형

반송기

1 1

16 짚배출롤러 베어링 2

17 팬 베어링 1 1

18 안내롤러 베어링 1 1

19 반축 베어링 1 1

20 나선형반송기 스프로킷

휠 베어링

2

그리스건

21 탈곡클러치 베어링 2

50

그리스

교체

22 로드휠 5 5 100

윤활유

23 과도통 체인 1

24 상축-중간축 체인 1

25 나선형반송기 전동체인 1

26 중간축-상축간 체인 1

27 중간축-탈곡로터간 체인 1

오일건

28 중간축-짚배출롤러간 체인 1

50

필요에

따라

기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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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예취부전동축-하부칼날간

체인

1

30 상승반송기 전동체인 2

31 변속기 7L 20#기

어유

오일

게이지

눈금까지오일교체

32 엔진

200

엔진기

계유

기어유

주입

33 상승반송기 피니언박스 2 400 기어유

유압유

교체

34 유압유탱크

필요에

따라

유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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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콤바인 베어링위치도

그림32  베어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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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콤바인 베어링위치표

번호 베어링번호 명칭 치수 규격번호 수량 설치위치

1 51203 스러스트볼베어링 17x35x12 GB301-95 2 전동박스(2세트)

8 부동륜

32 로드휠2 6205 깊은홀 볼베어링 25x52x15 GB276-94

8 소로드휠

1 예취부

1 섀시

2 탈곡
3 6203 깊은홀 볼베어링 17x40x12 GB276-94

2 전동박스

2 전동박스
4 6204 깊은홀 볼베어링 20x47x14 GB276-94

1 팬

5 6205 깊은홀 볼베어링 25x52x15 GB278-94 2 탈곡클러치

2 선별체 구동용
6 6204-2Z 깊은홀 볼베어링 20x47x14 GB278-94

1 곡물배출 텐션롤러

1 유압펌프
7 6006 깊은홀 볼베어링 30x55x13 GB276-94

2 변속기

8 6005-Z 깊은홀 볼베어링 25x47x12 GB278-94 6 짚배출롤러

9 61906-Z 깊은홀 볼베어링 30x47x9 GB278-94 1 짚배출롤러

10 6001-2Z 깊은홀 볼베어링 12x28x8 GB278-94 1 릴

  2 예취날 전동용
11 6205-2Z 깊은홀 볼베어링 25x52x15 GB278-94

1 섀시 텐션롤러 Ass’y

12 6205-2Z 깊은홀 볼베어링 25x52x15 GB278-94 2 과도통 종동롤러

2 섀시 텐션롤러
13 6206-Z 깊은홀 볼베어링 30x62x16 GB278-94

2 과도통 상축

2 tailings체인 텐션롤러

1 짚배출체인 텐션롤러14 6204-Z 깊은홀 볼베어링 20x47x14 GB278-94

1 체인 텐션롤러

2 지탱륜 Ass’y

4 텐션롤러 Ass’y

1 섀시 텐션롤러
15 80204 깊은홀 볼베어링 20x47x14 GB278-94

1 압축롤러 Ass’y

16 6005-Z 깊은홀 볼베어링 25x47x12 GB278-94 3 팬

17 6105-RS 깊은홀 볼베어링 25x47x12 GB278-94 2 전동박스

18 80205 깊은홀 볼베어링 25x52x15 GB278-94 2 예취부 반송기



부 록

DHM 농업기계

62

2 체 구동용

1 예취날 전동19 1204 조심 볼베어링 20x47x14 GB281-94

1 더블예취날 전동

1 예취부 반송기
20 1206 조심 볼베어링 30x62x12 GB281-94

2 예취부 전동축

21 1207 조심 볼베어링 35x72x17 GB281-94 2 중간전동축

22 1208 깊은홀 볼베어링 40x80x18 GB276-94 2 탈곡로터

23 36205 앵귤러 볼베어링 25x52x15 GB292-83 4 궤도 텐션롤러 Ass’y

24 90205
편심형 바깥구면

베어링
30x62x19

GB3882-

87
2 체 구동용

부록(3) 콤바인 베어링위치표

번호 베어링번호 명칭 치수 규격번호 수량 설치위치

25 90506 편심형 바깥구면

베어링

30x62x19 GB3882-87 1 곡물배출 반송기

2 곡물추진반송기

1 곡물상승반송기

26 390205
편심형 바깥구면

베어링

30x62x19 GB3882-87

3 tailings반송기

27 6006-RS 깊은홀 볼베어링 30x55x13 GB/T276-94 2 변속기

28 6004 깊은홀 볼베어링 20x42x12 GB/T276-94 2 변속기

29 6207 깊은홀 볼베어링 35x72x17 GB/T276-94 2 변속기

30 6208 깊은홀 볼베어링 40x80x18 GB/T276-94 2 변속기

31 6210 깊은홀 볼베어링 50x90x20 GB/T276-94 2 변속기

32 6304 깊은홀 볼베어링 20x52x15 GB/T276-94 4 변속기

33 6305 깊은홀 볼베어링 25x62x17 GB/T276-94 4 변속기

34 6306 깊은홀 볼베어링 30x72x19 GB/T276-94 1 변속기

35 6304-RS 깊은홀 볼베어링 20x52x15 GB/T276-94 1 변속기

36 68808-K 깊은홀 볼베어링 GB/T276-94 1 변속기

37 6206 깊은홀 볼베어링 30x62x16 GB/T276-94 2 변속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