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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 한국어 - KR 
 

1. 일반 사항 

사용자는 Weasler PTO 구동 샤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이 취급 설명서를 

완전히 정독해야 합니다. 수령하는 기기의 사용 안내서도 정독하십시오. 

신체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적절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이 구동 샤프트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대가 없거나, 보호대가 손상되었거나 고정 멤버가 올바르게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PTO 구동 샤프트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럽 연합(EU) 

국가에서는 PTO 구동 샤프트의 보호대 고정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부품이 마모되었거나 손상되면 작동 전에 순정 Weasler 부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이스 주입 구멍을 절단하거나 넓혀 샤프트의 보호되는 

부위가 노출되게 하지 마십시오. PTO 구동 샤프트를 밟거나, 넘거나, 아래에 

있지 마십시오. 

PTO 구동 샤프트와 (안전) 클러치는 동력 인출 장치와 기종에 맞는 

사양이어야 합니다. 권장되는 샤프트 및 클러치의 종류와 규격은 기기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과도한 부하를 가하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설계별 구동 샤프트의 공칭 부하에 대한 표 1도 참조하십시오. 

권장 속도 이상으로 구동하지 마십시오.  

유럽 연합(EU) 국가에서는 트랙터 PTO에 클러치를 연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PTO 구동 샤프트의 부품(예: 클러치)은 작동 후에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트랙터 PTO와 PTO 구동 샤프트 사이에 어떠한 장치(예: 어댑터)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PTO 구동 샤프트와 보호대에는 길이 조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변경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작업하거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경우 항상 장비를 완전히 꺼두어야 합니다. 

PTO 구동 샤프트는 트랙터에서 작업기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PTO 구동 

샤프트의 주요 구성품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1). 

1 = PTO 요크;   2 = 저어널 크로스 어셈블리;  3 = PIC 요크 / 안전 클러치 

4 = 내측 요크 및 텔레스코핑 멤버;  5 =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  6 = 고정 멤버. 

 

1.1.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에 사용되는 기호 설명:  

그림 2a:  항상 작동 설명서를 정독하십시오! 

그림 2b: 기기 또는 PTO 구동 샤프트가 구동 중일 때는 안전판을 열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림 2c:  화살표가 트랙터를 향하게 한 상태로 PTO 구동 샤프트를 조립합니다. 

그림 2d:  보호대가 제자리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PTO 구동 

샤프트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그림 2e: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 트랙터 및 작업기 보호판이 모두 

제자리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그림 2f: 이 PTO 구동 샤프트는 작동 설명서에 지정된 트랙터 또는 자주식 

기계 및 수전 기계 보호 장치 조합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림 4a:  일직선에 있을 때 50mm 미만으로 겹쳐 있으면 작동하지 마십시오.  

그림 4b: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와 PIC 보호판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2. PTO 구동 샤프트 연결 

트랙터의 시동을 완전히 끄십시오!  트랙터 PTO와 기기 PIC(동력 입력 

연결부)를 청소하고 그리이스를 도포하십시오. 먼저 PTO 구동 샤프트를 

작업기 PIC에 부착한 다음 트랙터 PTO에 설치하십시오.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에는 트랙터에 연결되어야 하는  

쪽이 어디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2e). 구동 샤프트 부착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트랙터 PTO 마스터 보호판을 작동 위치로 복귀시키십시오. 

PTO 구동 샤프트의 엔드 요크는 다음과 같은 부착 방식이 있습니다. 

 QD-핀(그림 3a): 핀을 누른 동시에 핀이 완전히 걸릴 때까지 PTO 또는 

PIC 위로 PTO 구동 샤프트를 밀어 결합합니다. 지면 구동 작업기구 또는 

유형 1(1 3/8-6 스플라인) 전방 트랙터 PTO 연결 또는 토크 제한 장치가 

없는 요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 슬라이드 또는 스프링 록크(그림 3b): PTO 또는 PIC 위로 요크를 

부분적으로만 민 다음 칼라를 후방으로 밀어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칼라가 전방으로 이동해 잠금 위치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PTO 또는 

PIC 위로 요크를 밀어 결합합니다. 

 자동 록크(그림 3c): 칼라가 후방 위치에 고정될 때까지 칼라를 뒤로 

밉니다. 그런 다음 칼라가 잠금 위치에 물려 소리가 날 때까지 PTO/PIC 

위로 요크를 밀어 결합합니다. 

 클램프-볼트(그림 3d): 엔드 요크에서 볼트를 빼냅니다. PTO 또는 PIC 

위로 요크를 밀어 결합하고 볼트와 너트를 조립합니다(너트가 회전 

방향을 따라가야 함).  너트를 충분히 조여야 합니다(M12=91Nm; 

M16=226Nm; ½ -13=101Nm; 5/8-11=204Nm).  

항상 엔드 요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재차 확인하십시오! 

구동 샤프트 보호대가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장착식 및 반장착식 작업기용 

트랙터 드로우바와 견인 기기를 위한 적합한 위치에 고정된 하부 링크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호 

PTO 구동 샤프트의 보호대와 PTO 및 PIC 보호판이 손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보호대가 손상되거나 없다면 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교체해야 합니다!   

작업기구의 첫 번째 베어링까지 PIC 보호판이 모든 부분에서 구동 샤프트를 

완전히 감싸야 합니다. 

작업기에 PTO 구동 샤프트를 연결한 후에는 항상 PIC 보호대와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 간 겹쳐진 부분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그림 4a 참조).  

직선 상태에서 겹쳐진 부위가 50 mm 미만이면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의 끝과 트랙터 요크 고정 장치의 축 사이 최대 

길이를 확인합니다. 1⅜ " 6 또는 21-스플라인인 경우: C = 최대 80 mm, 1¾ " 

20-스플라인인 경우: C = 최대 90 mm, 2 ¼ " 22-스플라인인 경우: C = 최대 110 

mm. 

ISO 500 요건에 따른 트랙터 PTO 마스터 보호판 및 PTO 주변의 여유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PTO 드라이브 샤프트 보호대와 PIC 보호판 사이의 간격은 

150 mm 미만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 평면에서 50 mm보다 커야 합니다(그림 

4b 참조). 일부 트랙터에서는 최대 허용 각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PTO 구동 

샤프트 보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PIC 끝에 있는 PTO 구동 샤프트 보호 

콘의 최대 직경은 표 1을 참조하십시오. 

 

4. 고정 멤버 

유럽 연합(EU) 국가에서는 구동 샤프트의 보호대 고정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PTO 구동 샤프트의 보호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체인을 PTO 

및 PIC 보호판의 지정된 부위에 단단히 부착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위치와 

이동 위치에서 PTO 샤프트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그림 6). 

체인이 손상되었으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분리되거나 부러진 저항 부품이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인으로 PTO 구동 샤프트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 77-시리즈 구동 샤프트의 경우 최대 15o 

AB1 & AW10-시리즈 경우 최대 25o 

PTO 구동 샤프트를 트랙터 PTO 또는 자체 추진 기기에서 분리했으면, 항상 

샤프트를 작업기 지지대에 연결하십시오. 

 

5. 표준 조인트의 최대 작용 각도 

다음의 PTO 샤프트 표준 조인트에 대한 최대 각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속 작동시 25o*. 

 단시간 작동시 45o*. 

 정지 상태에서 90o. 

항상 동일한 조인트 각도를 유지하십시오. 조인트 각도가 너무 크거나 서로 

다르게 되면 PTO 구동 샤프트를 분리하십시오. 최대 작용 각도에서 PTO 구동 

샤프트의 보호대가 회전하는 샤프트 자체나 트랙터 또는 작업기의 부품(예: 

드로우바, PTO/PIC 보호판, 타이어 등)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작용 각도를 낮춥니다. 최대 각도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PTO 구동 샤프트 및/또는 작업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작업대에서 

단기 최대 조인트 각도 공기 노이즈 방출은 1000 Rpm에서 90dBA의 음압 레벨 

및 100 dBA 음력 레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 최소 및 최대 길이(프로파일 튜브). 

샤프트를 최대 작동 길이(Lbmax)로 사용할 때는 프로파일 튜브에 겹쳐진 

부위(Pu)가 최대한 커지도록 하십시오 (그림 5). 

레몬/별모양 프로파일 튜브를 사용할 경우:  Lbmax = Lz + ½Pu. 

삼각형 프로파일 튜브를 사용할 경우: Lbmax = Lz + ⅔Pu 

(Lz = 완전히 압착된 길이) 

작동 중이 아닌 이동 중에는 항상 겹치는 부위(Pu)가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PTO 구동 샤프트의 최소 작동 길이가 압착된 길이(Lz)보다 길어야 

합니다. 

 

 

 

 



 

7. 안전 보호대 분해 

스크류드라이버로 Easy Lock 그리이스 니플을 풉니다(그림 7a). 체인이 

베어링을 가릴 수도 있으므로 체인을 치웁니다. 베어링을 표시된 방향으로 

돌리고 안전 보호대를 분리합니다(그림 7b). 

 

8. 길이 조정(프로파일 튜브) 

샤프트의 길이 개조는 특수 훈련을 받은 기술자만이 실시해야 합니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프로파일 튜브의 길이를 조정하려면 하프 샤프트를 가장 짧은 작업 위치로 

나란히 놓은 다음 표시를 합니다(그림 8a). 

안쪽 보호대 튜브의 길이를 표시한 대로 줄이고, 바깥쪽 보호대 튜브의 

길이는 안쪽 보호대 튜브보다 40 mm 더 짧게 줄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프로파일 튜브의 길이를 안쪽 보호대 튜브와 같은 길이로 줄입니다(그림 8b).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모두 정리하고 거친 부분은 제거합니다(그림 8c). 

파편을 모두 제거합니다. 안쪽 프로파일 튜브의 바깥쪽에 전체 길이를 따라 

그리이스를 도포합니다(그림 8d). 

 

9. 안전 보호대 조립 

요크 베어링 홈의 전체에 그리이스를 도포합니다(그림 9a). 요크의 홈에 

베어링을 끼웁니다(그림 9b). 보호대를 반 정도 씌웁니다(그림 9c). 표시된 

방향으로 베어링을 돌립니다(그림 9d). Easy Lock 그리이스 니플이 딸깍하는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물려 손으로는 분리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니플을 눌러 

끼웁니다(그림 9e). 

 

10. 유지관리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시즌 간 보관한 후에는 작동하기 전에 샤프트를 

면밀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10.1항에 설명된 대로 PTO 샤프트를 윤활합니다. 

PTO 보호판 및 PIC 보호판과 더불어 샤프트의 안전 보호대 전체를 

검사합니다. PTO 구동 샤프트의 보호대가 샤프트에서 자유롭게 회전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품이 있거나, 손상되었거나, 안전 표지가 유실되었거나 

읽을 수 없는 상태라면,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 또는 

수리 작업은 대리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PTO 구동 샤프트를 보관할 때는 PTO 구동 샤프트의 보호대가 손상되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장비는 실내에 보관하고 PTO 구동 샤프트를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녹과 

진흙이 PTO 구동 샤프트의 잠금 장치와 기타 부품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10.1. 윤활 

N.L.G.I 2등급(이황화몰리브덴 최대 1%)인 고품질의 다목적 그리이스로 PTO 

구동 샤프트를 윤활합니다. 보호대 또는 기기 사용 설명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아래에 나와 있는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주입 구멍이 있다면 주입 

구멍을 통해 피팅을 윤활합니다. (그림 10) 

R-키트의 씰은 검정색이며, P-키트의 씰은 청색이며, E-키트 및 M-키트의 씰은 

주황색입니다.  

 

교체용 부품은 조립할 때와 사용할 때 윤활 권장 사항에 따라 윤활해야 

합니다. 

 

11. 안전 클러치 및 광각 조인트 

별모양 래칫 클러치(그림 11a) 

과부하가 발생하면 토오크가 제한되고 슬립이 발생하는 동안 토오크가 

불규칙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소음이 발생해 위험한 상황임을 알립니다. 이 

클러치가 장착된 경우 샤프트의 작동 속도가 700 r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면 클러치가 손상됩니다. 샤프트 작동 시간이 

50시간이 될 때마다 클러치를 윤활하십시오(25g). 

 

 

 

 



 

전단 볼트 클러치(그림 11b) 

토오크가 과도한 상황이 되면 볼트가 부러져 동력 흐름이 차단됩니다. 부러진 

전단 볼트를 교체하면 제한되었던 토오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직경, 길이 및 등급의 전단 볼트로만 교체하십시오! 

샤프트 작동 시간이 250시간이 될 때마다 클러치를 윤활하십시오(14g). 

 

마찰 클러치(그림 11c 및 11d) 

과부하가 발생하면 토오크가 제한되고 슬립이 발생하는 동안 토오크가 계속 

전달됩니다. 또한 단기 토오크 피크가 제한됩니다. 마찰 클러치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마찰 디스크를 풀고 올바른 토오크로 조정하십시오. 비시즌 보관을 하기 

전에 스프링 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클러치는 마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설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권장되지 않은 

스프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프링 장력을 해제하기 전에 원래의 스프링 높이를 측정하십시오!  

 

오버러닝 클러치(그림 11e) 

오버러닝 클러치는 무거운 회전물로부터 드라이브라인을 보호합니다. 

샤프트 작동 시간이 250시간이 될 때마다 클러치를 윤활하십시오(14g). 

 

자동 클러치(그림 11f) 

토오크가 제한값을 초과하면 동력 흐름이 차단됩니다. PTO 샤프트를 

해제하면 다시 연결됩니다. 

 

광각 CV 조인트 50 o(그림 11g) 

어떠한 각도 위치에서도 균일한 회전 운동 전달을  

보장합니다. 광각 CV 조인트의 최대 굴절도: 

- 연속 작동시 35 o* 

- 정지시 및 단시간 작동시 50 o* 



 

* AS250 보호대에서의 350 샤프트: 단시간 및 연속 작동시 25°. 

* AS450 보호대에서의 650 샤프트: 단시간 및 연속 작동시 15°. 

각도가 50o를 초과하면 CV-조인트가 손상됩니다! 

 

광각 CV 조인트 80 o(그림 11h) 

어떠한 각도 위치에서도 균일한 회전 운동 전달을 보장합니다. 광각 CV 

조인트의 최대 굴절도: 

- 연속 작동시 25o. 

- 정지시 및 단시간 작동시 80 o*. 

* 345 및 365 보호대의 경우: 단시간 작동시 45°. 

각도가 80o를 초과하면 CV-조인트가 손상됩니다! 

 

이 제품은 관련 유럽통합제정법(UHL, Union Harmonization Legislation) 

2006/42/EC Machinery Directive에 따라 CE 마크를 받았습니다.  

 

최신 적합성 선언 문서는 www.weasler.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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