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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러 치 기 구



작동방식

클러치 페달

클러치 디스크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클러치 릴리이스 실린더

클러치 오일 규격

종류

유압식

헌가식

158 mm

5 - 10 mm

건식 단판 다이아그램

9.85 - 10.2 mm

9.2 mm

19.8 mm
f 15.87 mm

14.0 mm
f 17.46 mm

SAE J1703  또는 DOT3

일반사항
주요제원

적용

형식

최대작동행정

페달유격

형식

디스크 두께

작동행정

내경

작동행정

내경

자유시

장착시



클러치 단면

1 클러치 디스크
2 클러치 커버
3 클러치 하우징
4 릴리이스 베어링
5 릴리리이스 포크 피봇----------40Nm
6 릴리이스 실린더
7 릴리이스 포크 부트

8 육각볼트 -----------------82Nm
9 릴리이스 포크

10 볼트
11 스프링 록크와셔
12 T/M입력축 스플라인 부위 --------1.5~2g
13 릴리이스 베어링 섭동부위 -------1~1.5g
14 릴리이스 포크와 피봇 접점부위 -----1~1.5g

주의

12, 13, 14번에는 룡텀 그리이스(DBL 6811. 00)를 도포할 것





3. 시스템 구성

1 클러치 패달
2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3 클러치 유압라인
4 댐퍼 실린더
5 클러치 유압호스
6 릴리이스 실린더

7 클러치 하우징
8 릴리이스 포크
9 릴리이스 베어링

10 클러치 디스크



4. 클러치 디스크의 탈거·장착
선행작업 : 트랜스미션 탈거 (26-03)

1 클러치 디스크
2 클러치 커버 어셈블리
3 릴리이스 베어링
4 클러치 하우징

5 와셔
6 볼트............................................ 23 Nm
7 와셔
8 볼트............................................ 44 Nm

특수공구

602 589 00 40 00 661 589 00 15 00



탈거·장착
1. 시동모터 조립부를 통해 플라이 휠 링 기어 엔진 회전 록크

    장치를 설치한다.

조 임 토 오 크 47 Nm

엔진 회전 고정기 602 589 00 40 00

2. 릴리이스 실린더의 장착 볼트를 풀고, 릴리이스 실린더를

    탈거한다.

장착시

3. 클러치 하우징의 볼트를 풀어내고, 클러치 하우징, 릴리

    이스 포크 및 릴리이스 베어링을 탈거한다.

장착시

4. 센터링 핀을 클러치의 센터 스플라인에 맞춰 끼우고 클러

    치 커버 마운팅 볼트를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2

    회전씩 풀어 장력을 제거한다.

주의

볼트를 완전히 한번에 풀어낼 경우, 클러치 커버가 뒤틀

    리거나 기타 다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조 임 토 오 크 30 - 40 Nm

센터링 핀 661 589 00 15 00



5. 볼트를 완전히 풀고 클러치 커버, 압력판 및 클러치 디스크
를 탈거한다.

주의

압력판이나 클러치 디스크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할것.

장착시

조임토오크 21 - 27 Nm

6.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의

l 장착시 엔진 플라이 륄면의 기름이나 오물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낼 것.

l 클러치 디스크와 릴리이스 베어링은 세척유로 청소하

        지 말것.



공기 빼기 작업

주의

작업중에는 오일량을 항상 리저버의 [MAX]선 이상으로
유지시킬 것.

    도장면에 오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

1. 릴이이스 실린더의 에어볼트 캡을 제거하고 볼트에 비닐호
스를 끼운다.

2. 비닐 호스의 한쪽을 빈 용기속에 집어 넣는다.

3.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여러차례 밟는다.

4.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고 에어볼트를 풀어 오일라인의
공기와 오일을 배출시킨다.

5. 배출되는 오일에서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땨까지 상기 작
업을 반복한다.

5. 공기 빼기 작업







7. 클러치 페달의 탈거·장착

1 스냅핀 .............................................교환
2 클레비스 핀 ..........................그리이스 도포
3 클러치 마스터실린더 푸시로드
4 가스켓
5 너트....................................... 16-22 Nm
6 스피링 와셔
7 볼트........................................ 8-18 Nm
8 펄크럼 볼트

9 턴오버 스프링........................그리이스 도포
10 부싱................................................교환
11 풀 스트로크 스톱퍼 콘택트 패드
12 인터록 스위치 스톱퍼 패드
13 클러치 페달
14 페달 패드
15 페달 마운팅 브라켓
16 스톱퍼 볼트 ..............................16-22Nm

주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임.

그리이스 규격 : 롱 라이프 그리이스 (T/M DBL 6611.00)



검사
1. 페달 작동행정 (A).

최대작동행정 158 mm

2. 페달 높이 (B).

주의

높이 조정시 스툽퍼 볼트(D)의 록크너트(C)를 풀고, 스톱
퍼 볼트를 돌려 기준높이를 맞춘 다음 록크너트를 체결할
것.

높이 (카페트로 부터) 192±5 mm

3. 페달 유격 (E).

주의

유격 조성시 마스터 실린더의 록크너트(F)를 풀고, 푸사
로드를 돌려서 페달 유격을 기준치내로 맞출것.

4. 펄크럼 볼트와 부싱의 마모, 페달의 휨과 스프링의 손상등
을 검사한다.

유     격 5 - 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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