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취급설명서는 설치 및 운전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동이동력취출장치취급설명서

INSTRUCTION MANUAL

MODEL : DPO 167



인 사 말 씀

  폐사의 PTO를 구입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동이 PTO는 과학적인 연구와 설계,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하에서 여러분의 신뢰성을 얻고자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용중에 불편한 사항이나 요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대리점 및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보증서비스를 받으시는 요령

  1.새 PTO를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인수증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2.보증기간 중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가까운 대리점이나   

    본사 CS로 연락하시고, 본 설명서의 품질보증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단, 당사가 인정하지 아니한 곳에서 수리하실 경우에는

    보증 수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머 리 말

  본 취급 설명서는 동이 동력취출장치(이하 `PTO’라 합니다) DPO167 모델

  에 대한 구조, 작동 원리, 올바른 운전과 취급 방법, 설치 상 유의사항,  

  간단한 보수 및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    식 동 력 취 출 장 치

모 델 명 DPO 167

  본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반드시 본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본 내용을 읽은 후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사용 전에 이「안전상의 주의」를 잘 읽은 뒤에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여기에 표시한 주의사항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

에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취급을 잘못한 경우의 위험   

정도를 다음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절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물적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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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1-1. 기 능

  본 책자에 서술된 PTO는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동력을 항해목적이 아닌 작업 목적으로   

동력을 취출하여 유압 펌프, 윈치, 발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본 PTO의 주요기능은 상시 구동되는 1개의 입력과 필요 시 구동할 수 있는 2개의 클러치 

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양과 같이 4개의 모델로 6가지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동에 필요한 동력은 유압 다판식 클러치로 전달되고 이에 필요한 유압계통은 PTO 내부

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클러치의 ON,OFF는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한 전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사 양                                                     〔표1-1〕

모 델

최소

회전수

(rpm)

최대

회전수

(rpm)

입력

토-크

(kgf.m)

작동

압력

(kgf/㎠)

윤활

압력

(kgf/㎠)

중량

(kg)

냉각수량

(ℓ/min)

DPO-F 167S

400 2300 360 MIN 16 0.1~10 420 20~40
DPO-F 167H

DPO-R 167S

DPO-R 167H

                                                     

1-3. 형식 설명

  예)  DPO - □167 S  0.66

                                             비율: 0.66 :1 (증속)
                                                    0.76 :1 (증속)
                                                    0.86 :1 (증속)
                                                    0.98 :1 (증속)
                                                    1.36 :1 (감속)
                                                    1.54 :1 (감속)

                                              S TYPE-표준사양
                                              H TYPE-플라이휠하우징사양(SAE #1 or 2)

                                              용량기호 (kgf.m)
                                              
                                              회전방향(입력측에서 볼 때)
                                              F : 시계반대방향
                                              R : 시계방향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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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의 규정된 용량을 초과한 유압펌프, 윈치, 발전기 기타 기기를

 부착 사용 할 경우 파손, 과열, 슬립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방향은 명판에 표기된 모델명에 정해져 있으므로 반대로 사용할

 경우 작동불능, 베어링 소착 등 치명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입력측에서 볼 때 ⇒ F :시계반대방향, R:시계방향(영문자 위치는 위

 1-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그림 1-1 DPO - 167 사양

그림 1-2 DPO - 167 성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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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구  조

2-1 개 요

 동이 PTO는 선박의 각종 작업에 필요한 동력을 엔진으로부터 취출하여 작업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주요 구성품으로는 1개의 입력축그룹과 2개의 출력통그룹 등 2개의      

소 조립체가 있습니다.

 작동은 유압에 의해 조작되는 유압클러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압계통에는 유압발생용   

펌프조합, 오일쿨러, 매니폴드조합, 전자밸브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PTO는 각 클러치에 브레이크가 내장되어 따라 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엔진의 풀리측에 더미플레이트를 가공하여 부착하고 드라이빙링이 취부되며 이 드라이빙링

으로부터 러버블록이 끼워진 스파이더와 입력커플링을 통해서 입력축그룹으로 전달됩니다. 

즉, 엔진과 PTO는 탄성커플링에 의해 동력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출력통그룹에 클러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클러치 작동 시 2개의 출력통그룹이 독립적으로 

회전을 합니다.

                                                                                   

더미플레이트
드라이빙링

러버블록

스파이더

입력커플링

입력축조합

B
A

C

F

D

E

펌프구동블록 G

그림 2-1 PTO 내부 구조도

H입력기어

출력통그룹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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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력축그룹 (Input Shaft Group)

  1) 더미플레이트(DUMMY PLATE, driving) - (그림 2-1 A)

     엔진풀리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엔진 풀리에 맞게 가공하여 볼트로     

     결합시킵니다.

  2) 드라이빙링(RING, driving) - (그림 2-1 B)

     드라이빙링은 러버블록이 조립되어 동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벌류트 형상의 홈을    

     가지고 있으며 더미플레이트에 볼트로 조립됩니다.

  3) 러버블록(BLOCK, Rubber ) - (그림 2-1 C)

     러버블록은 인벌류트 치형의 고무제품으로 엔진의 회전진동을 완화시켜 동력을        

     부드럽게 전달해 줍니다.

  4) 스파이더(SPIDR, drive) - (그림 2-1 D)

     스파이더는 풀리와 리머볼트로 조립되어 있고 러버블록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5) 입력커플링(COUPLING, input)- (그림 2-1 E)

     입력커플링은 스파이더와 입력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합니다.

  6) 입력축조합(lNPUT SHAFT ASS'Y) - (그림 2-1 F)

     입력축조합은 입력축과 입력기어가 열박음 되어있으며, 양측에 테이퍼롤러베어링      

     으로 지지되어 있습니다. 엔진 작동 시 입력 기어를 통하여 출력기어로 동력이 전달   

     됩니다. 그리고 엔진시동 시 상시 구동되며, 구동블록을 통해 펌프조합으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2-3 펌프구동블록(BLOCK, pump driving)- (그림 2-1 G)

     펌프구동블록은 입력축 끝의 홈에 연결되며, 펌프조합과 스플라인으로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하고 엔진과 동일하게 회전합니다.

     

2-4 입력기어조합(Input gear Group)- (그림 2-1 H)

     입력기어조합은 입력기어와 입력축이 열박음 되어있으며, 출력축에 조립되어있는 출력  

     기어조합과 치합되어 출력통그룹으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2-5 출력통그룹(Output Shaft Group)-(그림 2-1 I)

     출력통조합은 출력축과 클러치하우징이 열박음 되어있으며, 양측에 롤러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고, 클러치 작동 시 입력축그룹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습니다.

     

2-6 케이스그룹 (Case Group)

     케이스그룹은 주철로 제작되고 케이스, 케이스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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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레벨게이지

오일쿨러

브레이크SOL밸브

오일펌프공기발관기

매니폴드조합

명판

펌프취부대 오일필터블록

2-7 매니폴드조합(Manifold Ass`y)

     매니폴드는 주철로 제작되고 펌프와 솔레노이드밸브가 조립되어 펌프로 흡입되는      

     유로와 토출하는 유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펌프 흡입측 유로에는 스크린 필터가 내장  

     되어 있습니다.

2-8 SOL밸브조합(SOL Valve Ass'y)

     SOL 밸브는 전기적 신호로 출력축을 작동 및 정지 시킵니다. SOL밸브는 밸브블록에    

     조립되어 있으며 SOL밸브로 제어된 오일은 밸브블록을 통하여 각 유로로 오일을 공급  

     합니다. 2개의 SOL밸브는 좌, 우측 출력통그룹을 각각 제어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2-9 유압펌프조합(HydPump Ass'y)

     유압펌프는 외접기어형식의 펌프이며, 정방향 및 역방향 매니폴드에 조립되어 볼트로  

     취부됩니다.

     펌프주치차는 펌프구동블록의 스플라인에 연결되어 구동되며, 항상 엔진과 동일한     

     방향과 회전수로 구동됩니다.

     주기점검 : ANNEX Ⅰ 참조

그림 2-2 PTO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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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회전방향이 반대(일부특수 엔진)인 경우는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2-10 브레이크하우징통조합(Brake Ass'y)

     브레이크는 케이스커버 뒤쪽에 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브레이크하우징통조합은 브레이크하우징, 브레이크축, 클러치피스톤, 내측마찰판,     

     외측마찰판, 마찰판받침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측마찰판 내치는 출력축에 열박음 되어 있는 브레이크구동축과 물려있으며,         

     외측마찰판 외치는 브레이크하우징에 물려있습니다.

     내측과 외측마찰판이 한 장씩 차례로 조립되며, 엔진시동 및 솔레노이드밸브의        

     OFF시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브레이크 해제는 솔레노이드밸브의 A Port ON 및 복원스프링에 의해 해제됩니다.

     주기점검 : ANNEX Ⅰ 참조   

 

2-11 스크린필터조합(Screen Filter Ass'y)

     스크린필터는 펌프의 흡입측에 연결되어 오일을 여과시키며 매니폴드의 아랫부분에    

     스크린필터커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기점검 : ANNEX Ⅰ 참조   

2-12 오일쿨러(Oil Cooler)

     오일쿨러는 PTO 내부의 작동유를 냉각시켜주는 장치로 냉각수로는 해수를 사용        

     합니다. 케이스 윗커버 우측에 쿨러브라켓 및 볼트로 장착되어 있으며 오일펌프로부터  

     공급된 윤활오일을 냉각시켜 솔레노이드밸브로 공급합니다.

     오일쿨러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식에 강한 재료의 Al brass Pipe를 이용하고    

     아연 방식봉 2개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기점검 : ANNEX Ⅰ 참조   

2-13 오일필터블록(Oil Filter Block Ass'y)

     오일필터블록은 쿨러 토출부와 연결되어 오일을 여과시키며 작동과 윤활 오일을 분리  

     시켜주며 밸브블록에 고정 되어있습니다.

2-14 밸브블록조합(Valve Block Ass'y)

     밸브블록조합은 오일쿨러에서 냉각된 오일의 작동 및 윤활압력을 설정된 값으로 제어  

     하며 클러치 및 윤활이 필요한 부위에 오일을 공급하고 PTO 출력축을 작동, 정지      

     시키는 SOL밸브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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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작 동 원 리

3-1 개 요

     당사 PTO는 유압으로 작동되며, 사용조건은 부하용량 범위(당사 카달로그 및 기타     

     기술 자료에 기록)내에서 운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입력기어에 의해 2개의 클러치가 독립적으로 구동되며, 좌, 우측 용량은 동일  

     합니다.

 

     클러치는 다판식 유압클러치이므로 작동은 유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각 구성품에 대한 윤활은 비산식과 강제 윤활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윤활(강제) : 오일씰, 베어링, 브레이크, 마찰판 등

     윤활(비산) : 입력기어 및 출력기어

3-2 회전방향

     입력축은 엔진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며, 출력축은 엔진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3-3 동력전달

 1. 정  지 

   ㉠ 엔진의 풀리에 볼트로 취부된 더미플레이트로부터 러버블록이 끼워진 스파이더       

   (①)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 스파이더는 입력커플링(②)을 거쳐 입력축조합(④)으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 이 때 펌프에서 토출된 오일은 솔레노이드밸브의 B Port를 통해 밸브블록을 통과하여  

그림 3-1 동력전달 계통도



동이동력취출장치

━━━━━━━━━━━━━━━━━━━━━━━━━━━━━━━━━━━━━

- 8 -

컨트롤 박스 

 SOL 밸브 연결부(3,4,7) 전원연결부(1,8)

컨트롤박스 연결선

연결선

       브레이크하우징의 브레이크 피스톤을 밀어 출력축의 브레이크구동축으로 동력이     

       전달되면서 출력축이 정지됩니다.

 2. 작  동

   ㉠ 각각의 SOL밸브로부터 고압오일이 밸브블록을 통해 클러치의 유압피스톤을 밉니다.

   ㉡ 클러치의 내측, 외측 마찰판이 밀착되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 내측마찰판과 출력기어조합(⑤)의 외치차가 물려 외측마찰판과 물려있는 클러치      

       하우징과 열박음 되어 있는 출력통그룹(⑥)으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3-4 전기밸브에 의한 작동방법  

 1.전기 연결 부품류

  

  2. 설치방법

    1) PTO를 기관실 및 기타장소에 설치합니다.

    2) PTO 조정이 필요한 장소에 컨트롤 박스를     

       설치합시오.

    3) 컨트롤 박스를 단단하게 고정하십시오.

       (그림 3-5 참조) 

    4) PTO 본체에 있는 커넥터를 컨트롤 박스   

       뒤쪽에 연결하십시오.

    5) 컨트롤 박스의 스위치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그림 3-6 참조)

    6) 컨트롤 박스에 전원(DC 24V)을 연결하십시오. 그림 3-5 컨트롤 박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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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L

상 하

ACT(작동) OFF(정지)

     
PTO R

상 하

ACT(작동) OFF(정지)

  컨트롤 박스 설치 시 바닷물이나 빗물이 들어오는 장소는 설치를 금합니다.  

  컨트롤 박스 공급 전원은 DC 24V이므로 이외의 전원 사용을 금합니다.

3. 작동방법

  1) 컨트롤 박스에 전원을 연결한 후 메인 S/W를 ON 하면 전원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2) PTO 본체의 솔레노이드밸브와 컨트롤 박스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컨트롤 박스의 작동 스위치는 엔진시동 시 STOP 위치에 그리고 메인스위치는 OFF 위치  

     에 있어야 합니다.

4) 컨트롤 박스에 스위치가 ON(작동) 위치에 있으면 작동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PTO의 솔레노이드밸브에서도 작동램프의 불이 들어오면서 PTO는 작동이 됩니다.

  5) 퓨즈 손상 시 응급조치 방법

     내부 퓨즈가 끊어졌다면 컨트롤박스의 단자대 1번의 DC24V + 선을 단자대 2번 예비    

     DC24V +로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후 필히 퓨즈를 교체하여 단자대 2번    

     예비 DC24V + 선을 단자대 1번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림 3-6 작동 시 스위치 위치 

PTO 작동 스위치

전원 램프

작동 램프

PTO 작동 스위치

SOL밸브연결부 2,5번 전원 연결부 1,6번

전기 회로도

메인 전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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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 압 시 스 템

4-1 개 요

  유압회로도는 [그림4-1]와 같습니다. PTO안에 들어있는 오일은 스크린 필터를 통해 펌프  

  로 흡입되고, 기어펌프에 의해 토출된 오일은 오일쿨러 및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과하며   

  윤활압력밸브와 작동압력밸브에 의해 규정 압력으로 조정되어 클러치 작동 및 각부 윤활  

  을 위해 공급됩니다.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상태에 따라 정지, 작동 유로로 공급됩니다.

그림 4-1 유압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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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  치

    PTO의 설치(거치)는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규  격 비  고

다이얼 게이지 0.01mm

마그네틱 베이스 -

두께게이지 0.01 ~ 1mm

스패너 M16 ~ M32

PTO 거치 작업시에는 반드시 엔진 시동키를 뽑아주십시오

5-1 주기관에 설치할 경우

 1. 설  치 (PTO와 엔진과의 동심도 및 직각도는 첨부도면 참조할 것)

  1) 더미 플레이트 가공 및 부착

     ① 아래 그림과 같이 엔진풀리의 가이드 직경(A)과 탭사양을 확인한 후 가공합니다.

     ② 스크루를 이용하여 더미 플레이트를 부착합니다.

  

 

 2) 더미플레이트 가이드면의 중심오차 점검 - 그림 5-2

     아래그림과 같이 다이얼게이지를 설치한 후 풀리를 회전시키면서 다이얼 게이지의     

     변동량을 측정했을 때 그 값은 0.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 5-1 더미플레이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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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더미플레이트 면의 면오차 점검 - 그림 5-3

     아래 그림과 같이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한 후 풀리를 회전시키면서 다이얼 게이지의   

     변동량을 측정했을 때 그 값은 0.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PTO 몸체 부착

     : 엔진과 PTO의 얼라인먼트는 성능 및 수명연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엔진 베드

        엔진 베드의 재료는 잘 마른 단단한 목재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엔진 베드가 견고하지 못하면 처음에 정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엔진의       

        진동이나 다른 영향에 의해 중심이 틀어지게 됩니다.

    (2) PTO부착 및 고정

       ① 드라이빙링을 더미플레이트에 볼트로 고정합니다.

       ② 러버블록이 조립된 PTO 본체를 드라이빙링에 끼워 놓습니다.

       ③ 조립 후 드라이빙링과 러버블록이 전면 일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미플레이트 및 브라켓을 볼트로 조여주지 않으면, 운행중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림 5-3 면오차 점검그림 5-2 중심오차 점검

그림 5-4 PTO 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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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HOUSING

NO.

00 0 1/2 1 2 3 4 5 6

면오차 0.012 0.010 0.010 0.008 0.008 0.008 0.006 0.006 0.006

중심오차 0.012 0.010 0.010 0.008 0.008 0.008 0.006 0.006 0.006

[표 5-1] 

5-2 보조기관에 설치할 경우(옵션)

  1. 설치 전 점검 사항

    플라이휠과 플라이휠 하우징을 깨끗이 세척한 후 정확도를 점검합니다.  

   1) 플라이휠 하우징 면오차 점검

     - 그림과 같이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

       한 후 플라이휠을 돌리면서 다이얼

       게이지의 변동량을 읽습니다.(변동량

       기준은 [표 5-1]를 참조하세요.)

  2) 플라이휠 하우징의 가이드 

     중심오차 점검

     - 그림과 같이 다이얼게이지를 설치한

      한 플라이휠을 돌리면서 다이얼 게이

      지의 변동량을 읽습니다.(변동량 기준은         

      [표 5-1]를 참조하세요.)

  3) 플라이휠의 드라이빙링 취부면 

     면오차 점검

     - 그림과 같이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한

       후 플라이휠을 돌리면서 다이얼 게이

       지의 변동량을 읽습니다.(변동량 

       기준은 [표 5-1]를 참조하세요.)

그림 5-5 플라이휠 하우징 면오차 점검

그림 5-6 플라이휠 하우징 중심오차 점검

그림 5-7 플라이휠 면오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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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플라이휠의 드라이빙링 취부면 

     중심오차 점검

     - 그림과 같이 다이얼게이지를 설치한

       후 플라이휠을 돌리면서 다이얼게이

       지의 변동량을 읽습니다.(변동량 

       기준은 [표 5-1]를 참조하세요.)

 2.설 치(그림 5-9 참조)

    엔진과 PTO의 얼라이먼트는 성능 및 수명연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고 정

     엔진 설치시의 경우와 같이 PTO측 브라켓을 꼭 설치하여야하고 브라켓은 엔진베드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우징 및 브라켓을 볼트로 조여주지 않으면, 운행중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림 5-8 플라이휠 중심오차 점검

그림 5-9 PTO 보조기관 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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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 용 방 법

6-1 준    비

  1. PTO의 전체를 점검하고 혹시 볼트, 너트 등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검유봉으로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엔진을 2-3분 정도 아이들링 상태로 운전 후 엔진을 멈추고 즉시 점검합니다.)

  3. 엔진을 시동하기 전 컨트롤BOX의 작동스위치 위치는 정지에 놓습니다.

 PTO 운전 전에 오일량을 반드시 점검하고, 부족할시 보충해야  

 합니다.

6-2 작    동

  1. 엔진의 워밍업을 위해 약10분 정도 아이들링 상태로 운전 합니다.

  2. 이때 누유, 이상음, 과열, 냉각수 상태등을 점검합니다.

6-3 작동 및 정지

  1. 연속 운전 시 오일온도는 50-90℃이며 빈번한 작동에 의해 온도가 약간 상승될 수  

     있습니다.

  2. 운전중에는 항상 비정상적인 소음이나 과열 등을 관찰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엔진을

     정지시키고 원인을 파악, 조치해야 합니다.

  3. 엔진을 정지 시킬 때에는 반드시 컨트롤 박스의 작동스위치 위치는 정지(STOP)위치에  

     메인 S/W는 꺼짐(OFF)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작동하기 전 PTO에 부착된 기기들의 적정 회전수에 맞도록    

 엔진 회전수를 맞춘 후 PTO를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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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보 수  및  점 검 방 법

7-1 개  요

  PTO의 모든 회전하는 부품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오일에 의해 윤활 됩니다.

  다음은 PTO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7-2 오  일

  1. 오일은 엔진오일 SAE#30을 사용합니다.

 DPO 내부의 오일은 SAE#30(엔진오일)을 사용합니다.   

 사계절용, 다목적용, 유압유등은 마찰계수에 영향을 주어  

 클러치가 슬립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2. 엔진 시동 전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3. 오일은 처음 100시간 사용 후 교환하고 이후 매 1000 시간마다 교환합니다.

  청수나 해수등 이물질이 PTO 내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 

  분해하여 세척, 조립 후 새 오일을 채웁니다.

7-3 오일필터

     오일 교환 시 스크린필터와 마그네틱 플러그를 분해하여 세척합니다.

7-4 외부점검

     수시로 PTO의 외부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특히 러버블록은 수시  

     로 점검하고 손상되었거나 마모가 있을 경우 교환합니다.

7-5 완전분해수리

     1. 가까운 대리점이나 본사 A/S로 의뢰하여 수리 바랍니다.

     2. 가스켓, 오링 및 기타 고무제품은 분해 시 마다 전량 교환합니다.

     3. 러버블록 및 베어링들은 10,000시간 운전 후 교환하고 그 이전이라도 과도한 

        마모나 손상이 있으면 교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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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고장원인 및 대책

  만약 PTO에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표 8-1]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표 8-1]

현상 원인 조치방법

오일압력저하

스크린필터 막힘 분해 후 세척

작동밸브 끼임 분해 후 세척

실링 손상 및 마모 교환

기어펌프 작동불량 교환

내/외측 압력밸브 스프링

손상 및 마모

스프링길이 조사 후 필요시 교환

(표준길이 :42/31.5mm)

오일압력 형성 불능 오일부족

오일누유에 대해서는 가스켓, 오일씰

등을 점검, 누유원인이되는 부품을 

교환 후 오일을 채웁니다.

오일 압력높음 작동밸브 끼임 분해 후 세척

윤활유오일압력저하 윤활압력밸브 작동 불량 분해세척

과열

클러치 슬립(Slip) 마찰판 마모상태 조사

오일량 과다 오일량 조절

베어링 손상 분해 후 베어링 상태조사

회전부 결함

마찰판 소착 클러치 분해 후 교환

베어링 소착 분해 후 교환

펌프 손상 분해 후 교환

클러치 피스톤의 복원스프링 

손상 및 파손
분해 후 복원스프링 교환

작동불가

마찰판 소착 분해 후 교환

원격 조종장치의 결함 원격조종장치조정 또는 교환

클러치피스톤의 복원스프링 

손상 및 파손
분해 후 복원스프링 교환

이상소음

기어 손상 분해 후 수리 및 교체

베어링 손상 분해 후 교환

러버블록 손상 분해 후 교체

볼트, 너트의 이완 및 이탈 재조임



ANNEX I (PTO 주기점검표)

○ 점검, ◎ 교환

품 명
점검 교환시기

주요 사용부분 비  고
1년 3년 5년 10년

P

T

O

본

체

*가스켓 류 ◎
케이스, 밸브블록,  

매니폴드 등

*동 가스켓 류 ◎ 드레인/자석 플러그 용

*오-링 ◎ 흡입필터, 전자변필터

*오일씰 ◎ 입력축, 출력축

 씰링 ◎ 입력축 마모, 파손

 스프링 ○ ◎ 유압조정밸브, 윤활유압밸브

 마찰판(동/스틸) ○ ○ ◎ 브레이크, 클러치 마모, 박리, 변형

*스냅링 ◎ 브레이크, 클러치

 스러스트 메탈 ○ ◎ 입력축 박리, 흠집, 마모

 스러스트 베어링 ○ ◎ 입력축 박리, 흠집, 마모

 테이퍼 롤러베어링 ○ ◎ 입력축 박리, 흠집, 마모

 롤러베어링 ○ ◎ 출력축 박리, 흠집, 마모

 ※자석플러그

 ※오일(SAE#30) 17P 7-2 참조

 ※흡입필터 파손, 변형

 ※2차필터 파손, 변형

펌

프

*가스켓 류 펌프몸체

 부시 ○ 펌프치차용 박리, 흠집, 마모

 펌프조합체 ◎ ◎

쿨

러

*가스켓 오일쿨러용

*동 가스켓 류 유니온 용

 방식 아연
6 개월마다 점검

필요시교체

* 표시부는 한번 분해 후 조립시에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표시부는 오일교체 시 분리 후 세척합니다. 처음 100시간 후, 매 1,000시간마다 오일

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 3년, 5년, 10년 PTO분해 수리시에는 가까운 대리점이나 본사로 A/S로 문의 바랍니다.



ANNNEX Ⅱ

부품 주문서

아래사항을 기재하시어 본사나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오 일  자

회 사 명

성    명

주    소

전    화 팩   스

부품 주문 내역

모 델 명
비율

Serial No.

사용엔진 HP/       rpm 거치일자

PTO 좌측용도 PTO 우측용도

No. 품 명 품 번 수량 No. 품 명 품 번 수량

특기사항



ANNNEX Ⅲ

품 질 보 증 서

   동이공업에서 생산, 판매한 PTO의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점검방법의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장비는 항상 최고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1. 보 증 의 범 위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과 제조상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  

   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해당부품을 무상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

2. 보 증 기 간

   당사 출하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첫 시운전일로부터 12개월이며, 먼저 도래한 일자까지  

   보증기간으로 간주합니다.

3.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1)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손상부품을 분실한 경우

   2) 폐사에 연락 없이 수리된 비용 또는 그러한 수리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

   3) 폐사가 인정하지 않은 변경의 원인으로 발생된 고장

   4) 폐사의 취급설명서에 제시된 바른 취급, 조작, 정기점검, 정비,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고장

   5) 소모성 부품 가스켓류, 팩킹류, 튜브, 기타 이에 유사한 소모성 부품

4. 제품소유자의 의무

   1) 제품의 안전 및 성능을 위해 항상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부품의 사용과 점검 및 정비는 제품의 치명적인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하고, 부득이한 입고 정비를 하여야 할 경우 본사 A/S센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5. 보증수리의 실시

   1) 본 품질보증서는 폐사가 생산 판매하는 PTO에 한하여 지급되며, 폐사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보증정비 및 정기점검시 본 품질보증서를 보증정비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기 출고된 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제작상 사양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적용의무가 없  

   습니다.

7. 보증의 승계

   보증기간 내에 제품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  

   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 받을 수 있사오니 당사 제품에 대한 보증서도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

동  이  공  업 (주)



※본 취급설명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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