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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운전석이 후부 영역에서 트랙터 차체에 설치된 백호부착 프레임(2)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되는 백호 유닛(B). 이 백호 

유닛은 상기 백호부착 프레임과 걸어맞춤 연결하는 걸어맞춤 연결부(B14, B15)를 설치한 기초대(B1)와, 이 기초대(

B1)상에 설치된 조종자용 스텝(B24) 및 조종 포스트(B4)와, 상기 기초대(B1)에 지지된 요동 세로축(B12)와, 상기 요

동 세로축(B12)둘레에 요동가능하게 지지된 붐브래킷(B3)과, 상기 붐브래킷(B3)에 부착된 붐 어셈블리를 구비한다. 

상기 붐브래킷(B3)을 수평방향으로 요동시키기 위해, 그 일단이 제 1실린더 연결부(B19a)를 통해서 상기 기초대(B1)

에, 그 타단이 제2실린더 연결부(B19b)를 통하여 상기 붐브래킷(B3)에 연결된 단일의 스윙실린더(B5)가 상기 기초대

(B1)의 측방에 배치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트랙터, 백호, 로어링크, 붐브래킷, 기초대, 스텝, 워크스루 공간, 조종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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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백호 유닛을 탑재한 트랙터의 전체 측면도,

도 2는 트랙터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은 트랙터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내는 일부 분해 측면도,

도 4는 트랙터 후부 및 백호 유닛을 나타내는 주요부의 측면도,

도 5는 백호부착 프레임과 백호 유닛 전부의 분리상태의 측면도,

도 6은 백호부착 프레임과 백호 유닛 전부의 연결상태의 측면도,

도 7은 트랙터 후부 및 백호 유닛을 나타내는 연결상태의 평면도,

도 8은 백호부착 프레임을 장착한 트랙터의 배면도,

도 9는 백호부착 프레임의 배면도,

도 10은 백호부착 프레임에 후부 세로틀 및 로어링크(lower links)를 연결한 배면도,

도 11은 트랙터 후부 및 백호 유닛을 나타내는 주요부의 개략 측면도,

도 12는 트랙터 후부 및 백호 유닛을 나타내는 주요부의 개략 평면도,

도 13은 백호 유닛과 기초대 프레임과의 비연결상태를 나타내는 개략 측면도,

도 14는 백호부착 프레임과 백호 유닛의 기초대와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개략 측면도,

도 15는 후부 연결 프레임에 로어링크를 연결한 일부 단면 평면도,

도 16은 로어링크 연결구조의 분해 평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운전석의 후부 영역에서 트랙터 차체에 설치된 백호부착 프레임에 탈착 가능하게 장착되는 백호 유닛에 

관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백호 유닛은, 종래부터 차체의 전부에 로더를 차체의 후부에 백호 유닛을 장착하는 트랙터, 이른바 TLB

（트랙터·로더·백호）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한 TLB는, 일본 특개평 10-7014호 공보나 USP6056502에 개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트랙터 차체의 후부에 백호부착 프레임을 설치하고, 이 백호부착 프레임에 백호 유닛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대를 착탈이 자유롭게 연결장착한다. 이 기초대에는 좌우 한쌍의 스태빌라이저나 세로요동축이 설치되고, 

이 세로요동축 둘레에서 요동 가능하게 붐브래킷을 설치하고, 이 붐브래킷에 붐 어셈블리를 부착하고 있다, 이 붐브

래킷은 좌우 한 쌍의 스윙 실린더로 수평 방향으로 요동동작시킨다. 이 좌우 한 쌍의 스윙 실린더는 트러니온형(trunn

ion type)으로, 기초대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분배하여 배치되고, 또한 트랙터 기체의 전후 방향으로 평행하게 연장되

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스윙 실린더의 수납을 위해 전후 방향에 긴 스페이스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 2개의 스

윙 실린더 때문에 4개의 유압 호스가 필요하며, 그 수용에도 넓은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초대 

전체의 전후 길이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백호 유닛의 전후 길이가 길어져서, 장착시의 트랙터 차체에 가해지는 백호 

유닛의 부하는 매우 큰 것으로 되고 있다.

백호 유닛의 기초대 위에는 스텝이 설치되어 있고, 그 스텝의 후방 영역의 좌우방향 중앙에 평면에서 보아 사각형 단

면의 조종 포스트가 배치되어 있고, 대형의 TLB에서는 장착한 백호 유닛의 조종 포스트의 좌우 측면과 좌우 후륜 펜

다와의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므로, 결과적으로 트랙터 전후 방향에 연장되는 조종자를 위한 워크스루 공간이 만들어

지게 된다. 그러나 중소형의 TLB에서는 조종 포스트의 좌우 측면과 좌우후륜 펜다와의 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조종 포스트를 후륜 펜다로부터 후방으로 이간시켜 트랙터 횡단 방향으로 연장되는 워크스루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

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트랙터 차체 후단으로부터 장착된 백호 유닛의 조종 포스트까지의 거리가 길어지고, 결과적

으로 백호 유닛의 전체길이, 특히 기초대의 전후 방향의 치수가 길어져 버린다. 기초대의 전후 방향의 치수가 길어지

면, TLB의 중량 밸런스가 악화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목적은, 트랙터 후부에 설치된 백호부착 프레임과 걸어맞춤 연결하는 걸어맞춤 연결부를 설치한 기초대와, 이

기초대 위에 설치된 조종자용 스텝 및 조종 포스트와, 상기 기초대에 지지된 요동 세로축과, 상기 요동 세로축 둘레에

요동 가능하게 지지된 붐브래킷과, 상기 붐브래킷에 부착된 붐 어셈블리를 구비한 백호 유닛을 출발 기술로 하여, 상

술한 종래 기술의 결점을 해소하고, 컴팩트한 백호 유닛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때 조종자가 기초대의 스텝으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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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워크스루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의한 백호 유닛에서는, 상기 붐브래킷을 수평 방향으로 요동시키기 위해서, 

그 일단이 제1실린더 연결부를 통하여 상기 기초대에, 그 타단이 제2실린더 연결부를 통하여 상기 붐브래킷에 연결된

단일의 스윙실린더가 상기 기초대의 측방에 배치되어 있고, 이 단일의 스윙실린더는, 상기 트랙터 차체의 길이방향 

센터라인으로부터 오프셋하도록 기초대의 일 측방으로 배치되고, 또한 평면으로 보아 이 길이방향 센터라인에 대하여

경사져 연설되어 있다. 이 구성에서는, 백호 유닛의 붐브래킷을 단일의 스윙 실린더로 요동시키므로, 스윙 실린더에 

관한 구조가 간단해지고, 스페이스를 저감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초대의 전후 치수도 짧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

그 때, 상기 스윙 실린더가 차체 전후 방향에서 경사하면서 연장되어 있으면, 스윙 실린더가 차지하는 전후 방향의 길

이가 짧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초대의 전후 치수가 짧아진다. 이것은 트랙터 차체에 가해지는 백호 유닛의 부하를 저

감하는 것에 공헌한다.

스윙 실린더에는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스윙 실린더를 기초대의 강도가 높은 부위에서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책으로서, 상기 걸어맞춤 연결부가 각각 좌우 한 쌍의 상부 걸어맞춤 연결부와 하부 걸어맞춤 연

결부로 이루어지고, 스윙 실린더의 부착부로서의 제1실린더 연결부는 실질적으로 상부 걸어맞춤 연결부와 하부 걸어

맞춤 연결부 사이의 영역에 설치되는 것이 제안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스윙 실린더에 의한 상기 붐브래킷의 요동이 90°보다 작은 

요동각으로 제한되는 것이 제안된다. 이것은, 붐 어셈블리의 버킷으로 토석 등을 운반하는데, 붐 어셈블리를 수평 방

향으로 좌우 90도 요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즉, 요동각의 축소에 의하여 세로

요동축과 백호부착 유닛간의 거리의 단축화를 실현한 것이다. 붐 어셈블리를 좌우 90도까지 요동하는 작업은 매우 드

물고, 통상 작업에는, 붐브래킷의 요동이 90°보다 작은 요동각으로 제한하여도, 거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확실하게 

요동각을 제한하는 간단한 형태는, 붐브래킷과 맞닿아 접할수 있는 좌우 한 쌍의 스토퍼로, 이 스토퍼는 백호부착 프

레임에 설치할 수가 있다.

요동하는 붐 어셈블리가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려 요동했을 때 붐이 조종 포스트에 접근하게 되는데, 본 발명이 적합

한 실시형태에서는, 조종 포스트는 케이싱을 구비하고 있고, 이 케이싱의 후면의 하부에, 붐 어셈블리가 최대 각도로 

상승하여 요동했을 때에, 붐 어셈블리의 아암 실린더 피벗부의 침입을 허용하는 개방부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에 의

해서, 조종 포스트로부터 요동 세로축까지의 전후 치수, 결과적으로는 백호 유닛의 전후길이를 더욱 짧게 할 수가 있

다.

마찬가지로, 조종 포스트로부터 요동 세로축까지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하기위한 방책으로서, 조종 포스트의 케이싱의 

후면으로부터 상기 요동 세로축까지의 거 리가, 붐 어셈블리의 최대폭의 반분보다 작게 설정되는 것이 제안된다. 또, 

상기 스텝의 전부가 트랙터 기체의 전후 방향에 있어서 트랙터의 좌우 후륜 펜다의 후단에 근접하는 좌우측부와, 좌

우후륜 펜다의 후단으로부터 전방으로 돌출하고 있는 중앙부로 구성되어도, 조종 포스트로부터 요동 세로축까지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적합한 실시 형태에서는, 상기 걸어맞춤 연결부는 각각 좌우 한 쌍의 상부 걸어맞춤 연결부와 하측 걸어맞

춤 연결부로 이루어지고, 또한 상기 상측 걸어맞춤 연결부는, 백호부착 프레임에 설치된 상측 피연결부에 후방으로부

터 접근하여 직경 외방향으로부터 상측 연결부에 착탈이 자유롭게 밖에서 끼우기위해 전방이 개폐가 자유롭게 되도

록 피벗부를 통하여 상하방향 회전운동이 자유롭게 설치된 상하 한 쌍의 마운트홀더와, 상기 피벗부로부터 후부의 마

운트 홀더의 사이에 후방으로부터 삽입 이탈이 자유롭게 삽입되어 이 마운트 홀더의 회전운동을 로크하는 유지부재

를 구비하고, 그 때 상기 유지부재를 상기 스텝의 하방에 잠입시키기 위해서 상기 상하 한 쌍의 마운트 홀더를 비대칭

형상으로 형성하여 유지부재를 후측하강으로 경사 배치시키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해, 스텝을 트랙터의 후단에 근접시

킬 수가 있고, 스텝의 면적을 크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붐브래킷의 하단과 걸어맞춤 연결부와 대략 동일 높이에 설정되어 있음으로써, 기초대를 가급적으로 낮은 레벨

에 배치하고, 백호 유닛의 중량 밸런스를 보다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스텝 위에 상기 운 전석의 후측으로부터 좌우경사 후방으로 

연장되는 워크스루 공간이 형성되는 것도 제안된다.

이것에 의해서, 조종자를 위한 충분한 워크스루 공간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트랙터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백호 유닛의 기초대의 컴팩트화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조종 포스트의 케이싱의 전면이 그 배면보다 폭이 좁게 형성되고, 그 좌우측면이 전내측으로부터 후외측

으로 사행(斜行)하고 있으면, 넓은 워크스루 공간을 확보하면서, 트랙터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

후 치수를 짧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적합한 실시형태의 하나로는, 상기 스텝은, 조종 포스트의 좌우 양측에서 양 발을 후측개방형상으로 얹어

놓기 가능하게 하는 한 쌍의 대략 ハ자형 발놓는부와, 조종 포스트의 전측에서 상기 1쌍의 발놓는부의 뒤꿈치부분을 

연결하여 발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구성에서도, 필요하면서 충분한 조종자를 위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면서, 트랙터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할 수 있다.

상기 스텝의 앞테두리의 측부에 발돌출 규제부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서, 트랙터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

후 치수를 짧게하여도, 스텝으로부터의 발의 돌출을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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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스텝의 평면형상이 후방 개방의 대략 コ자형상으로, 상기 후방 개방부분에 평면에서 보아 뒤쪽이 넓어지는

사다리꼴형상의 조종 포스트가 배치되 어 구조를 채용하는 것도 적합하다.

또, 상기 조종 포스트의 케이싱 내에, 스윙 실린더 및 붐 어셈블리를 위한 컨트롤 밸브가 배치되고, 이들의 상방에 그

들을 각각 조작하는 조작레버가 배치되면, 조종 포스트 외부가 자유 공간이 되어 조종자의 발아래에 방해되는 부재가

없어진다.

본 발명의 그 밖의 특징과 이점은, 이하의 도면을 이용한 실시 형태의 설명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14에 트랙터·프론트로더·백호（통상 TLB라고 약칭된다）(1)가 도시되어 있다. 이 TLB는, 트랙터 차체(T)

의 중도부로부터 전방으로 프론트로더(F)가 착탈이 자유롭게 장착되고, 트랙터 차체(T)의 후부에 백호부착 유닛(2)을

통하여 후작업기로서의 백호 유닛(B)이 착탈 이 자유롭게 장착되고, 트랙터 차체(T)의 중도부 하부에 미드마운트모

어(midmount mower)(M)가 장착 가능하게 되어 있다.

상기 트랙터 차체(T)는,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후 방향으로 긴 차체 프레임(T1)에, 엔진(T2)과 미션케이스(

T3)를 전후로 이간하여 부착해서 차체 본체(T4)를 구성하고, 차체 프레임(1)의 전부에 전륜(T5)을 매다는 전차축 케

이스(T6)를 지지하고, 미션 케이스(T3)로부터 좌우 측방으로 후륜(T7)을 매다는 후차축 케이스(T8)를 돌출하고 있

다.

상기 미션케이스(T3)의 상부에 작업기 승강용 유압장치(T10)가 부착되고, 이 유압장치(T10)의 상방에는, 연료탱크(

T9)와 운전석(3)을 전후 반전이 자유롭게 한 운전석 장치(4)가 탑재되고, 운전석(3)의 하방으로부터 조종부(T14)에 

걸쳐서, 차체 본체(T4) 및 연료탱크(T9)의 상방을 덮도록 플로어시트(T11)가 설치되고, 이 플로어시트(T11)의 좌우 

측부에는 상기 후륜(T7)용의 펜다(T12)가 용착(溶着)에 의해 또는 볼트를 통하여 부착되어 있다.

T13은 엔진(T2)를 덮는 보닛으로, 그 후부에는 상기 조종부(T14)가 설치되어 있다. 또, 차체 프레임(T1)의 전단에는

, 보닛(T13)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텍터(T15)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차체 프레임(T1)은, 대별하여, 메인 프레임(T17)과 좌우의 마스트 지지프레임(T18)과 좌우의 보강 프레임(T19

)을 가지고 있다.

상기 메인 프레임(T17)은, 엔진(T2) 및 미션 케이스(T3)를 직접적으로 끼워 부착되는 좌우 한 쌍의 긴 판재(T17a)와

, 이 좌우 긴 판 재(T17a)를 서로 연결하는 전후방향 다수의 봉재(棒材), 판재제의 횡부재(T17b)로, 평면에서 보아 대

략 직사각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메인 프레임(T17)의 전단 하부에는, 전차축 케이스(T6)를 센터 핀 둘레 요동이 자유롭게 지지하는 지지부(T21)를 가

지고, 중도부로부터 후부에 걸쳐서, 미드마운트모어(M)를 승강이 자유롭게 지지하는 승강장치의 부착부가 형성되어 

있다.

좌우 각 마스트 지지 프레임(T18)은, 상기 메인 프레임(T17)의 전후방향 중도부의 좌우 외면에 외방 돌출형상으로 

고정된 크로스 빔 부재(T18a)와, 이 크로스 빔 부재(T18a)의 외단 상면에 세워설치된 마스트 지지부재(T18b)를 가

지고 있고, 상기 크로스 빔 부재(T18a)의 부착부분은 메인 프레임(T17)의 외면에 착탈이 자유롭게 볼트 고정되어 있

다.

좌우 각 보강 프레임(T19)은, 2매의 띠판(T19a, T19b)을 전후로 비껴놓아 중도부에서 오버랩 상태로 맞붙이고, 전

측띠판(T19a)의 전단을 상기 크로스 빔 부재(T18a)에 고착된 브래킷(T19c)과 연결하고, 후측띠판(T19b)의 후부를 

메인 프레임(T17)의 긴 판재(T17a)의 외측면에 볼트 등의 연결구를 통하여 연결하고 있고, 이 후측띠판(T19b)의 후

부와 긴 판재(T17a)는 간격을 가지고 대면하고 있다.

상기 보강 프레임(T19)은, 메인 프레임(T17)에 대하여 측면에서 보아 대략 오버랩 배치되어 있고, 마스트 지지부재(

T18b)에 가해지는 부하를 메인 프레임(T17)의 후부에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7은 상기 횡부재(T17b)와 마찬가지로, 좌우 긴 판재(T17a)를 간격 조정이 자유롭게 서로 연결하는 전후 장착구이

고, 메인 프레임(T17)에 대하여 미션 케이스(T3)을 장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측 장착구(6)은 좌우 한 쌍의 정면에서 보아 L자형상의 장착체(6L, 6Ｒ)을 가지고, 좌우 각 장착체(6L, 6Ｒ)의 세로

부분은, 긴 판재(T17a)의 내면에 볼트 고정됨과 동시에, 미션 케이스(T3)을 볼트 장착하고 있다.

상기 좌우 각 장착체(6L, 6Ｒ)의 수평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좌우 긴 판재(T17a) 간격에 적합하도록, 연결길이

가 미세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전장착구(6)의 하부（수평 부분）는 메인 프레임(T17)보다 하방으로 돌출하고 있

어, 미션 케이스(T3)의 전측하부를 보호하고 있다.

후측 장착구(7)는 전측 장착구(6)과 마찬가지로, 좌우 각 장착체(7L, 7Ｒ)의 세로부분을 긴 판재(T17a) 및 미션케이

스(T3)에 연결하고, 수평 부분을 서로 연결하여 좌우 긴 판재(T17a)간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트랙터 차체(T)는, 프레임 구조의 것으로, 백호부착 유닛(2)는 차체 프레임(T1), 미션 케이스(T3) 및 유압

장치(T10)에 연결되므로, 이 백호부착 유닛(2)을 포함하여 트랙터 차체(T)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론트로더(F)는, 좌우 마스트(F1)의 상부에 붐(F2)의 기초부를 상하 요동이 자유롭게 피벗하고, 붐(F2)의 선단에 버

킷(F3)을 퍼올림·덤프가 자유롭게 피벗하고, 붐(F2)를 붐실린더(F4)로, 버킷(F3)을 버킷 실린더(F5)로 각각 유압 구

동 가능하게 하고 있다.

상기 마스트(F1)은, 마스트 지지 프레임(T18)의 마스트 지지부재(T18b)에 상측으로부터 끼워넣고 또한 하부를 걸림

하고, 중도부를 록핀(F6)으로 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프론트로더(F)는, 사용하지 않을 때, 록 핀(F6)을 뺌으로써 마스트 지지 프레임(T18)으로부터 이탈시킬 수가 있

는데, 백호 작업만, 모어(mower)작업만을 장기간 행할 때에는, 차체 프레임(T1)은, 메인 프레임(T17)으로부터 좌우

의 마스트 지지프레임(T18) 및 보강 프레임(T19)을 이탈하여 두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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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마운트모어(M)는, 매달기수단(M1)을 통하여 차체 본체(T4)의 하측 복부에 승강이 자유롭게 장착되어 있고, 미션

케이스(T3)로부터 동력이 전달되어, 블레이드를 회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미드마운트모어(M)는, 로더작업 및/또는 백호작업을 하는 경우는, 트랙터 차체(T)에 대하여 매달기 수단(M1)과 

함께 이탈시켜 둘 수가 있다.

백호 유닛(B)는, 도 1∼4, 7, 11-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초대(B1)의 전측에 좌우 한 쌍의 연결죠(connecting jaws

; B2)를 가지고 있고, 기초대(B1)의 후부에 요동 세로축(B12)둘레에 회전 요동이 가능하게 붐브래킷(B3)을 피벗하여

, 기초대(B1)의 상부에 조종 포스트(B4)를 탑재하고, 기초대(B1)의 좌우에 유압구동의 아우트리거(스태빌라이저)(B1

6a)를 장비하고 있다.

상기 붐브래킷(B3)은 1개의 스윙 실린더(B5)에 의하여 수평방향으로 좌우 요동동작이 자유롭고, 이 붐브래킷(B3)에

는 붐 어셈블리가 부착되어 있다. 즉, 이 붐브래킷(B3)에 붐(B6) 및 붐 실린더(B7)의 기초부를 피벗하여, 붐 실린더(B

7)로 붐(B6)을 상하 요동이 자유롭게 하고, 붐(B6)의 선단에 아암(B8)을 피벗하여 아암 실린더(B9)로 상하 요동이 자

유롭게 하고, 아암(B8)의 선단에 버킷(B10)을 피벗하여, 버킷 실린더(B11)로 퍼올림·덤프 동작이 자유롭게 하고 있

다.

붐(B6)은 기초부가 핀(B6b)을 통하여 붐브래킷(B3)의 후하단에 피벗되고 있고, 그 내부에 붐 실린더(B7)를 내포하고

있고, 중도부가 상측에 돌출하여 아암실린더(B9)의 기초부를 피벗하는 아암 실린더 피벗부(B6a)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붐(B6)은, 붐 실린더(B7)를 통하여 최상승 위치까지 상승시키면, 도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략 기립자세가 되고, 

아암 실린더 피벗부(B6a)는 요동 세로축(B12)의 대략 바로 위에서 붐(B6)의 기초부로부터 전방으로 돌출하는 상태가

된다.

기초대(B1)는, 상하 간격을 두고 배치된 2매의 평판(B1a, B1　b)을, 아우트 리거(B16)의 부착부(B16a)를 형성하는 

판재(B16b, B16c) 및 좌우 한 쌍의 연결죠(B2) 등으로 연결하여 내부 공동(空洞)형상으로 형성한 것이고, 상기 요동 

세로축(B12)을 지지하는 축받이부(B1c)는 상하 한 쌍이고, 요동 세로축(B12)도 단축을 상하 분리하여 동심형상으로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붐브래킷(B3)의 축받이부(B3a)도 두갈래형상이고, 스윙 실린더(B5)의 실린더로드(B5a) 선단이 연결되는 제

2실린더 연결부(B19b)로서의 돌기 플랜지(B3b)는, 붐브래킷(B3)의 측면의 상하 중도부로부터 측방으로 돌출하고 있

다.

스윙 실린더(B5)의 기초부를 핀(B5b)로 피벗하는 제1실린더 연결부(B19a)는, 기초대(B1)의 좌우 한쪽, 실시 형태에

서는 우측에 배치되어 있고, 우측 아우트리거(B16)의 부착부(B16a)의 근방이고, 우측 연결죠(B2)의 근방이고, 또, 그

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즉, 제1실린더 연결부(B19a)는, 기초대(B1)를 구성하는 상·하평판(B1a, B1b)의 사이에서, 판재(B16c)와 연결죠(B

2)에 고착되어 있다.

상기 스윙 실린더(B5)는 1개로 붐브래킷(B3)을 좌우로 필요각도 스윙시키는 클레비스형(clevis type)으로 되어 있고

, 그 요동각도도 90°보다 작기 때문에, 접속하는 유압호스는 2개뿐이고, 그 팽창도 작아져서, 필요 스페이스가 감소

하고 있다.

이 스윙 실린더(B5)는, 기초대(B1)에 대하여 기초부가 좌우 한쪽의 외측부에, 실린더 로드(B5a) 선단이 중앙측에 각

각 위치하므로, 기초대(B1)의 전후 방향에 대하여 경사배치되게 되고, 트러니온형과 같이 전후 방향과 평행하게 2개 

배치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기초대(B1)의 좌우방향 중앙부의 스페이스에 제한받지 않고 배치할 수 있고, 반대로 기초

대(B1)의 전후 치수를 축소 가능하게 하고, 백호 유닛(B)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하여 트랙터 차체(T)에 의해 근접하여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스윙 실린더(B5)의 제1실린더 부착부(B19a)는, 좌우 한쪽의 상·하 걸어맞춤 연결부(B14, B15)의 근방, 상기 아

우트리거(B16)의 부착부(B16a)의 근방, 또는 상·하 걸어맞춤 연결부(B14, B15)와 아우트리거(B16)의 부착부분(B

16a)와의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스윙 실린더(B5)는 기초대(B1)내에 있어서 가장 강도가 높은 위치에서 지지된

다.

도 4, 7, 11, 12에 있어서, 상기 붐브래킷(B3)은 1개의 스윙 실린더(B5)로 요동 가능하도록, 후방향 자세（붐 어셈블

리가 기체 중심선을 따라서 후방으로 연장되어 있는 자세이고, 도 7, 12에 있어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로부터 

좌우로의 최대 요동각도(S)가 90도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다.

또, 스윙 실린더(B5)의 좌우 최대 요동각도(S)를 90도 보다 작게 한 것에 의해, 붐(B6)을 최상승위치로 하여 최대각

까지 요동했을 때에, 붐(B6)의 가장 앞부분이 되는 아암 실린더 피벗부(B6a)의 측면은, 상기 요동 세로축(B12)로부터

전방으로 크게 이간되는 일은 없고（도 12에 2점쇄선으로 도시함）, 따라서 이 아암 실린더 피벗부(B6)의 측면을 조

종 포스트(B4)의 후부에 근접시키도록 하면, 상기 요동 세로축(B12)의 위치를 종래보다도 설계적으로 전측으로 비켜

놓을 수가 있고, 조종 포스트(B4)로부터 요동 세로축(B12)까지의 전후 치수, 즉, 백호의 전후길이를 짧게 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최대 요동각도(S)는 75도 전후가 바람직하고, 또, 조종 포스트(B4)의 케이싱(B4a)의 후면의 하부에 개방부(B4b

)를 형성하여 두어, 붐(B6)이 최대 각도로 요동했을 때에, 아암 실린더 피벗부(B6a)의 침입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개방부(B4b)는 조종 포스트(B4)내의 컨트롤 밸브에 접속되는 유압배관의 삽입통과구로도 되어있다.

즉, 붐(B6)은 아암 실린더(B9)를 지지하고 있기때문에, 좌우 한 쌍의 측판으로부터 아암 실린더(B9)의 피벗 핀을 지

지하는 축받이 부분이 돌출하고 있어, 그 최대 폭(L2)은 상당한 치수가 되고, 붐브래킷(B3)을 요동 세로축(B12)둘레

로 90도 요동시키는 경우는, 조종 포스트(B4)의 케이싱(B4a)의 후면으로부터 요동 세로축(B12)까지의 거리(L1)를, 

붐(B6)의 최대폭(L2)의 반분보다 크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상술과 같이, 붐브래킷(B3)의 최대 요동각을 90도 보다

작게 하면, 아암 실린더 피벗부(B6a)의 축받이부가 케이싱(B4a)의 후면으로부터 이간되게 되고, 그만큼 요동 세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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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을 조종 포스트(B4)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상기 거리(L1)를, 붐(B6)의 최대 폭(L2)의 반분보다 작게 설정하

고 있다.

상술과 같이, 붐(B6)의 최대 요동각도(S)는, 붐(B6)의 아암 실린더 피벗부(B6a)의 폭, 축받이부의 돌출량, 개방부(B4

b)의 유무 등에 따라서 결정되고, 아암 실린더 피벗부(B6a)의 폭을 가급적 좁게 하고, 축받이부의 돌출량을 최소로 하

여, 개방부(B4b)를 설치함으로써, 80∼85도 또는 그 전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동 세로축(B12)를 종래보다 조종 포스트(B4)에 근접시킴으로써, 백호의 전 후길이를 짧게 할 수 있게 된다.

백호부착 유닛(2)의 후부에, 붐브래킷(B3)이 최대각(S) 요동했을 때에 맞닿는 스토퍼(B25)가 설치되어 있다. 이 스토

퍼(B25)는 고무 등의 탄성 재료로 형성되고, 좌우 한 쌍으로, 조종 포스트(B4)에 요동하는 붐(B6)이 충돌하는 것을 

확실하게 회피한다.

도 11에 있어서, 각도(P)는 끝이 올라가는 각이고, 트랙터·프론트로더·백호(1)를 트랙 반송하기 위해서, 트럭 짐받

이에 건 발판에 트랙터 본체(T)를 실었을 때에, 백호 유닛(B)의 하부가 지면과 접촉시키지 않기 위한 각도이다.

상기 끝이 올라가는 각(P)는 대략 일정하기 때문에, 후륜(T7)으로부터 붐브래킷(B3)후단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 

수록 기초대(B1) 및 붐브래킷(B3)을 저위치에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상기 거리(L1)의 단축화에 의해, 기초대(B1)를 

가급적으로 하위에 배치하여, 백호 유닛(B)의 중량 밸런스를 보다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기초대(B1)의 상면에는 지지 리브(B23)를 통하여 스텝(B24)가 부착되고, 이 스텝(B24)의 위에 또는 병설적으로 조

종 포스트(B4)가 탑재되어 있다. 상기 스텝(B24) 위에 후방향 운전석(3)의 후측으로부터 좌우 경사 후방으로 연장되

는 워크스루 공간(H)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전후 방향은 트랙터의 전후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기 조종 포스트(B4)는 케이싱(B4a)내에, 스윙 실린더(B5)를 제어하는 컨트롤 밸브(C1), 붐 실린더(B7)를 제어하는

컨트롤밸브(C2), 아암실린더(B9)를 제어하는 컨트롤밸브(C3), 버킷 실린더(B11)를 제어하는 컨트롤밸브(C4) 및 좌

우 한 쌍의 아우트리거 실린더를 제어하는 컨트롤밸브(C5)를 배치하고 있다.

이들의 컨트롤밸브(C1∼C5)는, 좌우 중합상태에서 케이싱(B4a)의 전벽내면에 부착되어 있고, 이들의 상방에 피벗부

(C9, C10)를 통하여 스윙·붐조작레버(C6), 아암·버킷 조작레버(C7) 및 좌우 아우트리거 조작레버(C8)를 배치하고

, 케이싱(B4a)의 전벽으로부터 조작레버(C6∼C8)의 피벗부(C9, C10)가 전방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하여, 워크스루 

공간(H)에 침입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 7,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케이싱(B4a)은 전면이 배면보다 폭이 좁게 형성되고, 좌우 측면이 전내측으로부터

후외측으로 경사되어, 평면에서 보아 뒤쪽이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전면을 컨트롤밸브(C1∼C5)의 

부착에 필요한 치수로 하고, 배면을 배관 접속을 위한 충분한 치수로 하여, 전후폭을 가급적 좁게 형성하고 있다.

상기 스텝(B24)는, 평면 형상이 후방 개방의 대략 コ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조종 포스트(B4)의 좌우 양측에서 양 

발을 후측개방형상으로 얹어놓기 가능하게 하는 한 쌍의 대략 ハ자형 발놓는부(B24a)와, 조종 포스트(B4)의 전측에

서 상기 1쌍의 발놓는부(B24a)의 뒤꿈치부분을 연결하여 발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부(B24b)를 가지고 있다.

또, 상기 스텝(B24)는 그 앞테두리, 뒤테두리 및 좌우측 테두리에, 또는 그 중의 적어도 앞테두리의 측부에, 평면부로

부터 기립한 발돌출 규제부(B24c)가 형성되고, 스텝(B24)로부터의 발의 돌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텝(B24)의 전부는, 전후 방향에 있어서, 좌우측부가 좌우 후륜펜다(T12)의 후단에 근접하고, 중앙부가 좌우 후륜 

펜다(T12)의 후단으로부터 전방으로 돌출하고 있고, 이 중앙부의 전단은, 후방향 자세의 운전석(3)의 시트부(3A)（3

B는 전단의 의자등부）의 후단과 전후방향 대략 동일 위치에 있다.

상기 스텝(B24)의 상면의 면적은, 운전석(3)으로부터 조종 포스트(B4)까지의 거리를 필요 최소한의 치수로 설정한 

다음, 필요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케이싱(B4a)의 좌우 측면을 전내측으로부터 후외측으로 경사시킴

으로써, ハ자형상으로 벌리는 발을 얹어놓기 쉽게 하고, 케이싱(B4a)로부터 좌우 후륜 펜다(T12)의 후단까지의 전후

방향 및 좌우방향의 거리가 작아도, 케이싱(B4a)의 좌우 측면으로부터 좌우 후륜 펜다(T12)의 후단까지의 거리를 크

게 하여, 운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워크스루 공간(H)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기 후방향 자세시 운전석(3)의 시트부(3A)의 후단은, 전후 방향에 있어서, 백호부착 유닛(2)과 대략 동일위치

또는 트랙터 차체(T)의 후단보다 후방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서도, 트랙터 차체(T)로부터 스텝(B24)까지

의 거리, 조종 포스트(B4)까지의 거리, 기초대(B1)까지의 거리 등을 짧게 하여, 백호 유닛(B)의 전후길이를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기 트랙터 차체(T)의 후단과 백호부착 유닛(2)의 전단을 전후 방향에 있어서 대략 근접하고 있고, 이들에 상

기 시트부(3A)의 후단도 근접하고, 트랙터 차체(T)로부터 조종 포스트(B4)까지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하여, 기초대(B1)

가 전후 방향으로 컴팩트하게 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백호 유닛(B)의 좌우 각 연결죠(B2)에는, 상하에 걸어맞춤 연결부(B14, B15)를 구비하고 있고, 상·하 걸어맞

춤 연결부(B14, B15)는 백호부착 유닛(2)의 좌우 각 상·하 피연결부(11, 12)에 착탈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트랙터 

차체(T)에 대하여 백호 유닛(B)을 착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 1∼14에 있어서, 상기 백호부착 유닛(2)의 상측 피연결부(11)는 핀(11a)을 가지고 있고, 상기 연결죠(B2)의 상측 

걸어맞춤 연결부(B14)는, 전방으로 개방되어 있어 핀(11a)에 끼워맞춤（간섭 회피）하는 오목부(B14a)와, 이 오목

부(B14a)가 핀(11a)에 끼워맞춤한 상태로 핀(11a)를 끼우는 마운트수단(B20)을 가지고 있다.

상기 마운트수단(B20)은, 상하 핀（피벗부）(B20a)를 통하여 연결죠(B2)의 상부에 피벗된 상하 한 쌍의 마운트 홀더

(B20b)와, 이 상하 마운트 홀더(B20b)를 확대방향으로 가압하는 스프링(B20c)와, 상하 마운트 홀더(B20b)가 폐쇄했

을 때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부재(B20d)를 가지고 있고, 상기 마운트 홀더(B20b)에는 핀(11a)을 끼우는 끼움부(

B20e)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유지부재(B20d)는 연결죠(B2)에 설치된 브래킷(B26)에 전후방향 미끄럼운동이 자유롭게 유지된 로드부와, 이 

로드부의 전단부에 설치된 헤드부를 가지고, 헤드부와 브래킷(B26)간의 로드부에는, 스프링(B20c)가 개재되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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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상시 전방으로 가압되고 있다.

연결죠(B2)에는 록해제레버(B27)가 회전운동이 자유롭게 피벗되고, 이 록해제레버(B27)에 형성된 긴구멍(B28)에, 

상기 유지부재(B20d)의 헤드부에 설치된 핀(B29)가 걸어맞춤하고 있다. 이 록해제레버(B27)를 전후 방향으로 회전

운동함으로 써, 유지부재(B20d)는 전후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상기 유지부재(B20d)의 헤드부는, 상기 1쌍의 마운트 홀더(B20b)의 전부가 폐쇄했을 때에 이 폐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후방으로부터 마운트 홀더(B20b)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상기 유지부재(B20d)는, 로드부의 후부가 하방에 위치하도록, 후측하강 경사상태로 배치되어 있다. 그 때문에, 상기 

상하 한 쌍의 마운트홀더(B20b)는, 상하 비대칭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유지부재(B20d)를 후측 하향으로 경사 배치함으로써, 스텝(B24)의 하측에 잠입시키고, 스텝(B24)를 트랙터 차

체(T)에 의하여 근접시켜서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기초대(B1)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할 수 있다.

상기 상하 각 마운트 홀더(B20b)는 후단면이 피벗부(B20a)를 곡률중심으로 하는 원주면(B30)이 되고, 전부가 확대

하고 있을 때, 상하 양 마운트 홀더(B20b)의 원주면(B30)이 동시에 유지부재(B20d)의 헤드부에 맞닿도록 구성되어 

있다.

백호부착 유닛(2)의 하측 피연결부(12)는 상향 개방의 오목부(12a)를 가지고, 연결죠(B2)의 하측 걸어맞춤 연결부(B

15)는 좌우에 걸치는 긴 로드(B15a)로 형성되어 있고, 이 로드(B15a)는 오목부(12a)에 상측으로부터 삽입되어 지지

된다.

도 14에 있어서, 상기 백호부착 유닛(2)의 상측 피연결부(11)는,하측 피연결부(12)의 바로 위라도 좋지만, 치수(L3)

만큼 하측 피연결부(12)보다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트랙터차체(T)로부터 조종 포스트(B4)까지의 거리를 보다 짧게

하여, 백호 유닛(B)의 전후길이를 보다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랙터 차체(T)에 대한 백호 유닛(B)의 장착은, 기초대(B1)를 약간 후측 하향 자세로 하여 두고, 연결죠(B2)의 하측 

걸어맞춤 연결부(B15)의 로드(B15a)의 하방에 하측 피연결부(12)의 오목부(12a)가 오도록 트랙터 차체(T)를 이동하

고, 그 후, 아우트리거(B16)를 작동하여, 기초대(B1)를 수평 자세로 하면서 로드(B15a)를 오목부(12a)에 삽입하여 

간다.

상기 로드(B15a)가 오목부(12a)에 지지된 상태에서, 마운트 수단(B20)이 핀(11a)에 근접하여 가면, 마운트 홀더(B2

0b)의 끼움부(B20e)의 안쪽이 핀(11a)과 맞닿고, 스프링(B20c)에 저항하여 상하 마운트 홀더(B20b)를 닫도록 작용

한다.

상하 마운트 홀더(B20b)가 폐쇄되어 끼움부(B20e)가 핀(11a)에 끼워맞춤하면, 탄압스프링(B20f)에 의하여 유지부

재(B20d)가 상하 마운트 홀더(B20b) 사이에 들어가서, 핀(11a)를 끼우는 상태를 유지한다.

유지부재(B20d)는 탄압스프링(B20f)에 의하여 마운트 홀더(B20b)측으로 가압되고 있고, 이 탄압스프링(B20f)에 저

항하여 유지부재(B20d)를 상하 마운트홀더(B20b)간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마운트 수단(B20)은 개방되고, 트랙터 

차체(T)로부터 백호 유닛(B)를 이탈 가능하게 된다.

백호부착 유닛(2)은, 상하방향의 중도부가 메인프레임(T17)에 연결되고, 상부 및 중도부가 유압장치(T10)에 연결되

어 있고, 그 상부에 후부 세로틀(13)을 장착하고 있으며, 하부에 피치연결체(14)를 가지고 있고, 미션케이스(T3)의 배

부(背部)를 둘러싸도록 차체프레임(T1)의 후부에 착탈이 자유롭게 세워설치되어 있다.

또, 백호부착 유닛(2)은, 백호 유닛(B) 및 후부 세로틀(13)을 장착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후작업기로서의 레이크 장

치, 박스블레이드장치, 로터리 경운기, 진압장치, 트레일러 등을 장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들의 장치를 단독으

로, 또는 트랙터 차체(T)에 장착되는 프론트로더(F), 미드마운트모어(M) 등과 병용하여, 각종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5∼10에 있어서, 상기 백호부착 유닛(2)는, 좌우 한쌍의 세로부재(2A)와, 좌우 세로부재(2A)의 상부를 연결하는 

상부재(2B)와, 좌우 세로부재(2A)의 하부를 연결하는 하부재(2C)를 가진다.

좌우 각 세로부재(2A)는, 상부와 하부가 수평반대방향으로 굴곡된 하부재(2Aa)와, 이 하부재(2Aa)의 상부에, 동일한

상부와 하부가 수평반대방향으로 굴곡된 상부재(2Aa)를 고착하여 형성되어 있다.

도 15와 도 16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세로부재(2A)의 하부재(2Aa)의 외면에는, 상하방향 중도부에 메인프레임(T17)

의 긴 판재(T17)a가, 상부에 상측 피연결부(11)를 구성하는 부재가, 하부에 하측 피연결부(12)를 형성하는 부재가 각

각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좌우 하부재(2Aa)의 하부의 수평부분에는, 하부재(2C)가 볼트 고정되어 있다. 이 하부재(2C)는 단순한 판

으로 형성하여도 좋지만, 실시형태에서는 피치연결체(14)를 이용하고 있고, 피치 연결점이 되는 피치 조인트(14a)로 

진압장치, 트레일러 등의 견인바를 연결가능하게 하고 있다.

좌우 세로부재(2A)의 하부에는 로어링크핀(16L, 16R)이 설치되어 있다. 양 로어링크핀(16L, 16R)은 플랜지(16a)가 

용착되어 있고, 이 플랜지(16a)가 세로부재 (2A)의 내면에 볼트 고정되어 있다.

좌우 로어링크핀(16L, 16R)은, 로어링크(17)가 삽입통과 가능한 간격(21)을 두고 내향 대향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우 로어링크핀(16R)(좌 로어링크핀 16L이라도 좋다)는, 트랙터 차체(T)의 좌우 중심을 넘어서 반대측(좌측)까지 연

장 설치되어 있다.

18은 좌우 로어링크핀(16)에 걸쳐서 끼워맞춤 지지된 체크체인 연결구(check chain connector)(18)이고, 트랙터 차

체(T)의 좌우 대략 중심에서 고정핀(18a)에 의해 우 로어링크핀(18a)의 삽입이탈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체크체인 연결구(18)는, 좌우 로어링크(17)와의 사이에 가설되는 체크체인의 전단을 걸어둠과 동시에, 좌우 로어

링크(17)의 전단이 좌우 로어링크 핀(16)에 끼워맞춤한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규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특별한 로어링크 빠짐방지 부재를 불필요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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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크체인 연결구(18)의 로어링크핀(16)에 끼워맞춤하는 부위의 폭은, 좌우 로어링크핀(16)에 끼워맞춤한 좌우 로

어링크(17) 사이를 대략 메워넣는 치수로 설정되어 있고, 이 체크체인 연결구(18)를 이탈하는 것 만으로, 좌우 로어링

크(17)는 간격(간극)(21)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상기 세로부재(2A)의 상부재(2Ab)에는 브래킷을 통하여 상부재(2B)가 연결되고, 이 상부재(2B)에 톱링크(24)를 핀

을 통하여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는 톱링크브래킷(15)이 고착되어 있다.

이 톱링크브래킷(15)는, 판재제의 부착부(15a)에 후방 돌출형상의 링크 연결 부(15b)를 형성한 것이고, 부착부(15a)

의 상부가 상부재(2B)에 고착되고, 그 하단에 유압장치(T10)에 볼트 고정되어 있다.

또, 상기 세로부재(2A)의 상부재(2Ab)의 위 수평부분에는, 후부 세로틀(13)이 하부 기판(13A)이 볼트 고정되어 있다.

후부 세로틀(13)은 하부 기판(13A)위에 파이프를 대략 역コ자 형상으로 굴곡한 틀본체(13B)의 하부 양단을 고착하

고, 이 틀본체(13B)의 하부 양단과 연결되는 하부재(13C)를 하부 기판(13A) 위에 부착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하부기판(13A)은 백호부착 유닛(2)의 상부를 보강하고, 상부재(2B)는 후부 세로틀(13)의 하부를 보강하고 있다

.

コ자 형상의 틀본체(13B)의 좌우지주(13a)는 하부 기판(13A)상에 세워설치되고, 좌우 지주(13a)의 간격을 중도부로

부터 상측에서 넓게 되어 있고, 따라서, 틀 본체(13B)는 중도부로부터 상부에 걸쳐서 하부에서 좌우외방으로 팽출하

고, 운전석(3)을 후부 세로틀(13)과 전후방향 오버랩한 상태로 배치하여도, 운전석(3)에 착석한 운전자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 후부 세로틀(13)은 틀 본체(13B)의 중도부에 굴곡부(13C)가 형성되어 있고, 격납시 등에 틀 본체(13B) 높이를 낮

게 하기 위해서, 전후로 굴곡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 8에 나타낸 좌우 한쌍의 부착 보강재(23)는, 상기 좌우 세로부재(2A)와 유압장치(T10)을 연결하고, 트랙터 차체(

T)에 대한 백호부착 유닛(2)의 부착강도를 향상하고 있다.

25는 미션케이스(T3)로부터 후방으로 돌출한 PTO축이고, 백호부착 유닛(2)과 전후방향에서 오버랩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로 변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윙실린더(B5)의 제 1

실린더 연결부(B19a)를, 기초대(B1)의 좌측에 배치하거나, 아우트리거(B16)의 부착부(B16a)의 후측 근방에 배치하

거나 하여도 좋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백호 유닛에서는, 상기 붐브래킷을 수평 방향으로 요동시키기 위해서, 그 일단이 제1실린더 연결부를 

통하여 상기 기초대에, 그 타단이 제2실린더 연결부를 통하여 상기 붐브래킷에 연결된 단일의 스윙실린더가 상기 기

초대의 측방에 배치되어 있다. 이 구성에서는, 백호 유닛의 붐브래킷을 단일의 스윙 실린더로 요동시키므로, 스윙 실

린더에 관한 구조가 간단해지고, 스페이스를 저감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초대의 전후 치수도 짧게 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요동하는 붐 어셈블리가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려 요동했을 때 붐이 조종 포스트에 접근하게 되는

데, 본 발명이 적합한 실시형태에서는, 조종 포스트는 케이싱을 구비하고 있고, 이 케이싱의 후면의 하부에, 붐 어셈블

리가 최대 각도로 상승하여 요동했을 때에, 붐 어셈블리의 아암 실린더 피벗부의 침입을 허용하는 개방부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조종 포스트로부터 요동 세로축까지의 전후 치수, 결과적으로는 백호 유닛의 전후길이를 더욱 

짧게 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적합한 실시형태에 의하면, 조종자를 위한 충분한 워크스루 공간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트랙터 차체

의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백호 유닛의 기초대의 컴팩트화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조종 포스트의 케이싱의 전면이 그 배면보다 폭이 좁게 형성되고, 그 좌우측면이 전내측으로부터 후외측

으로 사행(斜行)하고 있으면, 넓은 워크스루 공간을 확보하면서, 트랙터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

후 치수를 짧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적합한 실시형태의 하나로는, 상기 스텝은, 조종 포스트의 좌우 양측에서 양 발을 후측개방형상으로 얹어

놓기 가능하게 하는 한 쌍의 대략 ハ자형 발놓는부와, 조종 포스트의 전측에서 상기 1쌍의 발놓는부의 뒤꿈치부분을 

연결하여 발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구성에서도, 필요하면서 충분한 조종자를 위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면서, 트랙터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후 치수를 짧게 할 수 있다.

상기 스텝의 앞테두리의 측부에 발돌출 규제부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서, 트랙터 후단으로부터 조종 포스트까지의 전

후 치수를 짧게하여도, 스텝으로부터의 발의 돌출을 규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텝의 평면형상이 후방 개방의 대략 コ자형상으로, 상기 후방 개방부분에 평면에서 보아 뒤쪽이 넓어지는

사다리꼴형상의 조종 포스트가 배치되어 구조를 채용하는 것도 적합하다.

또, 상기 조종 포스트의 케이싱 내에, 스윙 실린더 및 붐 어셈블리를 위한 컨트롤 밸브가 배치되고, 이들의 상방에 그

들을 각각 조작하는 조작레버가 배치되면, 조종 포스트 외부가 자유 공간이 되어 조종자의 발아래에 방해되는 부재가

없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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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의 후부 영역에서 트랙터 차체에 설치된 백호부착 프레임(2)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되는 백호 유닛(B)으로서, 이

백호 유닛이,

상기 백호부착 프레임과 걸어맞춤 연결하는 걸어맞춤 연결부(B14, B15)를 설치한 기초대(B1)와,

그 기초대(B1)위에 설치된 조종자용 스텝(B24) 및 조종포스트(B4)와,

상기 기초대(B1)에 지지된 요동 세로축(B12)과,

상기 요동 세로축(B12) 둘레에 요동가능하게 지지된 붐브래킷(B3)과,

상기 붐브래킷(B3)에 부착된 붐어셈블리를 구비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붐브래킷(B3)을 수평방향으로 요동시키기 위해, 그 일단이 제 1실린더 연결부(B19a)를 통해서 상기 기초대(B1)

에, 그 타단이 제2실린더 연결부(B19b)를 통하여 상기 붐브래킷(B3)에 연결된 스윙실린더(B5)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스텝(B24)은, 그 평면형상이 후방개방의 대략 コ자 형상이고, 그 후방 개방부분에는. 그 양 빗변이 평면으로 보

아 뒤쪽 넓어짐으로 되는 사다리꼴 형상의 조종 포스트(B4)가 배치되고, 또한 상기 대략 コ자 형상부분에는, 상기 기

초대(B1)의 좌우로부터 상기 스텝으로의 승강을 위해 상기 운전석의 후측으로부터 좌우 경사 후방으로 뻗은 워크스

루 공간(H)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호 유닛.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종 포스트(B4)는 케이싱(B4a)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케이싱의 전면이 그 배면보다 폭이 좁게 형성되어, 그 좌우측면이 전내측으로부터 후외측으로 사행하고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백호 유닛.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텝(B24)은, 상기 조종 포스트(B4)의 좌우 양측에서 양 발을 후측개방형상으로 얹어놓기 가

능하게 하는 한 쌍의 대략 ハ자형 발놓는부(B24)와, 조종 포스트(B4)의 전측에서 상기 한쌍의 발놓는부의 뒤꿈치부

분을 연결하여 발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부(B24b)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호 유닛.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텝(B24)의 앞테두리의 측부에 발돌출 규제부(B24c)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호 유닛.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종 포스트(B4)는 케이싱(B4a)을 구비하고 있고, 이 케이싱 내에, 스윙 실린더(B5) 및 붐 어

셈블리를 위한 컨트롤 밸브가 배치되고, 이들의 상방에 이들을 각각 조작하는 조작레버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백호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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