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월별 정기점검
콤바인

농기계
월

내용
(장기보관중 점검)
본체의 누유,누수 점검

1월

축전지 보관 상태 점검,보충 충전
엔진의 시동을 걸고 난기운전및 크로울러를 구동시켜 지면에닿는 위치를 바꾸어 준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는 방청유를 발라 녹 발생 방지
카바를 씌워 먼지, 이물질에의한 부식 방지
(장기보관중 점검)

2월

누유, 누수 점검
축전지 보충 충전
녹이 발생된 부분은 녹을 제거하고 방청유를 바름
(장기보관중 점검)
누유 누수 점검
각종 와이어류 및 작동부에 방청유를 바름

3월

축전지 액량, 단자 부식등을 점검 및 청소, 보충충전
각종 클러치가 끊음 상태에 있는가 확인(와이어 및 벨트의 늘어남 방지)
엔진의 시동을 걸고 난기 운전 및 크로울러를 구동시켜 지면에 닿는 위치를 바꾸어 준다.
격납고가 습할때는 환기시키고 카바를 씌워 보관
(장기보관중 점검)

4월

누유, 누수 점검
축전지 보충 충전
카바를 벗겨 환기시킨후 카바를 씌움
(하곡 수확 준비)
연료계통 청소 및 필터 교환누유 점검, 각부 주유

5월

공기청정기 청소 및 흡기관 조임상태 점검, 냉각수량 및 팬벨트 유격 점검
각부의 체인 및 벨트 장력 조정, 오일량 점검 및 보충, 레버 작동상태 점검
탈곡통 회전수 조정 (벼,보리 전환레버를 '보리'측으로 한다.)
풍량 선택레버, 시버레버를 "보리 표준"에 맞춘다.
(사용중 점검)
예취부 체인 및 러그상태점검, 예취부 각부의 주유
예취날의 작동상태 및 마모상태 점검, 조정 및 교환

6월

풍량 및 시보선택, 배진량 조절레버를 작물의 조건에 맞도록 조절한다.
벨트류의 장력 점검 및 조정
체인 및 와이어류의 점검 및 조정
각종 오일의 점검 및 교환
(보관준비)
연료탱크는 가득 채워 녹의 발생 방지
각부를 깨끗이 세척한후 부식방지를 위해 방청유를 바름

7월

예취날을 세척한후 그리이스를 바름 예취부의 체인에 주유
축전지는 떼어 내어 건조한 음지에 보관하고 여름 2개월겨울 3개월 이내에 보충 점검
탈곡부의 체인 와이어의 노출부 각레버의 지점부 각 벨트 텐션암의 지점부에 주유
각 레버는 '끊김'으로 한다.
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기계 보관

(추곡 수확 준비)
연료 누유,공급상태 점검 및 필터에 불순물이 많으면 교환
축전지 충전상태, 라디에이터 및 냉각수 순환 상태 점검
공기청정기 청결 및 파손 여부 점검
각종 레버 작동 및 조작이 원활한가 점검
8월

좌,우 크롤러의 전, 후진 상태가 원활하고 회전이 원만한가 점검
휴즈의 소손여부 및 규정에 맞는 휴즈가 끼워져 있는가 점검
각종 체인, 풀리 및 벨트의 연결, 작동이 정상인가 점검
벼,보리 선택부위가 벼로 고정되어 있는가 점검
예취날, "ㄷ"자날의 마모상태 점검(이상시 연마 또는 교환)
2번구 및 부선별 풍로 청소
(사용중 점검)
공기청정기 엘레멘트 및 라디에이터앞 방진망 청소 및 교환
각부 오일량 점검 및 체인부 주유

9월

예취, 탈곡, 주행, 조향클러치 유격 조정
탈곡깊이 조정부 체인 및 탈곡체인 장력 조정
탈곡부 각종 체인 및 벨트, 짚배출 체인 및 훅벨트 장력 조정
"ㄷ"자 날 조임 상태 및 마모 상태 점검, 연마, 교환
탈곡부가 막혔을때, 청소
(각부 조정)
팬벨트 :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처짐량 0.5mm
유압벨트 : 텐션 스프링 틈새 0.8 ~ 1.0mm
소입벨트 : 손으로 눌렀을 때 처짐량 10~15mm

10월

탈곡,구동벨트 : 레버를 '연결'로 했을 때 스프링 틈새 0.6 ~0.8mm
예취부 근원체인 : 텐션스프링 틈새 0.8 ~1.0mm(우측) 1.2 ~1.4mm(좌측)○공급체인 : 텐션스프링
틈새 0.6 ~0.8mm
탈곡체인 : 텐션스프링 틈새 1.9 ~2.1mm
크로울러 장력조정 : 크로울러 중심에서 드럭로울러와 크로울러의 틈새가 25 ~ 30mm가 되도록
조정
(장기보관 준비)
흙, 먼지, 검불, 잡초등 제거 (특히 탈곡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쥐피해 예방)
예취날은 연마후 그리이스를 바르고, 체인이나 와이어등에 주유
각종 레버는 끊음 또는 중립위치로 함

11월

주차 브레이크는 걸어 놓지 말것(라이닝 고착)
연료탱크의 연료는 완전히 채움
냉각수를 교환 (부동액이 들어있는 경우는 부동을 첨가)
각종 벨트와 체인류는 느슨한 상태로 풀어놓음
공기청정기 엘레멘트는 새것으로 교환하고 흡기계통 접합부의 불순물 제거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
는 곳에 카바를 씌워 보관
(장기보관중 점검)
본체의 누유, 누수, 점검

12월

축전지 보관 상태 점검, 보충충전
각종 클러치가 "끊김"에 있는가 점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는 방청유를 발라 녹 발생 방지
카바를 씌워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곳에 보관(먼지, 이물질에 의한 부식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