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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적용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기어박스

오일 펌프

틸트컬럼 각도

최소회전반경

오일

1. 일반사항
주요제원

스포오크(Spoke)수

외경

형식

치차비

내측 조향각도

외측 조향각도

형식

최대압력

상

하

형식

용량

교환주기

종류

4스포오크 타입

393 mm

랙 피니언식

∞
33˚37'

31˚50'

베인

80+2 kg/cm2

3.6˚

6˚

5.7m

ate 텍스론 II

1.1ℓ

매 24,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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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스티어링 볼 죠인트의 손상 또는 고착

스티어링 피니언 프리로드 부적절

휠 또는 타이어의 손상

서스펜션 불량

원인

스티어링 기어의 마모

시티어링 볼 죠인트의 마모 또는 손상

스티어링 기어 박스 마운팅 볼트의 이완

원인

스티어링 링케이지의 손상

휠 또는 타이어의 손상

브레이크 장치 불량

서스펜션 불량

원인

윤활부족, 이물질 침입에 의한 스티어링볼 조인트의

비정상적 마모 또는 고착

스티어링 기어 손상 또는 불량

스티어링 피니언 프리로드 부적절

스티어링 샤프트 죠인트 불량

스티어링 오일 누설

스티어링 오일 부족 또는 공기 혼입

스티어링 오일 펌프 불량

펌프 구동 벨트의 손상 또는 이완

오일 라인의 막힘

휠 또는 타이어의 손상

서스펜션 불량

2. 고장진단 및  조치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무겁다.

조치

윤활 또는 교환

기어 어셈블리 교환

조정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오일보충 또는 공기빼기 작업

교환

조정 또는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스티어링 휠이 한쪽으로 쏠린다.

조치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 과대하다.

조치

기어 어셈블리의 교환

교환

재조임

스티어링 휠이 적절히 복원되지 않는다.

조치

교환

기어 어셈블리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수리 또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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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스티어링 기어 박스 마운팅 볼트의 이완

스티어링 기어 불량

스티어링 컬럼부의 간섭 발생

스티어링 링케이지의 이완

오일 펌프 구동 벨트의 손상 또는 이완

오일 펌프 브라켓의 이완

오일 펌프 마운팅 볼트의 이완

시스템내에 공기 혼입

오일 펌프 불량

원인

스티어링 링케이지 손상

스티어링 기어박스 마운팅 볼트 이완

스티어링 볼 죠인트의 손상 또는 고착

프론트 휠 베어링의 마모 또는 손상

휠 또는 타이어의 손상

서스펜션 불량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 심하다. (시미현상)

조치

교환

재조임

교환

교환

수리또는 교환

수리 또는 교환

스티어링 시스템으로부터 비정상적 소음이 발생한다.

조치

재조임

기어 어셈블리 교환

수리

재조임

조정 또는 교환

재조임

재조임

공기 빼기 작업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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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티어링 휠
2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3 스티어링 기어박스
4 타이로드

3. 시스템의 구성

5 로워 샤프트
6 오일 리저버
7 오일 펌프
8 스트어링 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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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 및 정비

스티어링 휠의 유격 점검
1. 엔진 시동을 걸고 앞바퀴가 직진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서 타이어가 움직
이기 시작할 때까지의 스티어링 휠 원주상의 이동량(유격)
을 측정한다.

주의

정비기준을 초과하면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연결부 및 스
티어링 링케이지부의 유격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리 또는
교환할 것.

조향각도의 점검
1. 프론트 휠을 회전 반경 측정기 위에 올려 놓는다.

2. 스티어링 휠을 최대호 회전시켜내·외측의 최대 조향각도
를 측정한다.

주의

정비기준을 벗어나면 토우인을 점검·조정할 것.

정비기준
33˚7'

31˚0'

내측

외측

조향력 점검
1 차량을 포장된 평탄면에 놓고 앞바퀴가 직진상태가 되도

록 한다.

2 엔진 시동을 걸고 회전수를 1,000rpm정도에 맞춘다.

3 스프링 자를 스티어링 휠 외측 원주에 걸고 좌·우측으로
회전시켜 조향력을 측정한다.

주의

좌·우측의 조향력 차이는 0.6Kg 이내일 것.

정비기준 3.0kg 이하

정비기준 30m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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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일 펌프 압력검사
오일 펌프의 압력시험
1. 오일펌프에서 압력호스를 분리시키고 오일펌프와 압력호

스 사이에 그림과 같이 압력게이지를 연결시킨다.

2. 공기빼기를 하고 엔진의 시동을 걸어 오일의 온도가 50˚
C까지 상승되도록 스티어링 휠을 여러번 돌린다.

3. 엔진속도를 1,000rpm으로 증가시킨다.

4. 압력게이지의 차단밸브를 닫고 유압이 규정치내에 있는가
를 확인한다.

주의

압력게이지의 차단밸브를 닫고 유압이 규정치내에 있는가
를 확인한다.

5. 압력게이지를 탈거하고 압력호스를 장착한다.

6. 계통내의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릴리이프 압력 80+2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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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빼기 작업
공기 빼기  작업
1. 연료 공급 호스를 분리시킨 후 시동 모터를 주기적으로 작

동시키면서 스티어링 휠을 좌우측으로 완전히 5-6회 정도
회전시킨다.

주의

차량이 공회전 상태에서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하면 공기
가 분해되어 오일에 흡수되므로 크랭킹하면서 공기빼기
작업을 행할 것.

2.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여 엔진을 시동한 후 공회전 시킨
다.

3. 오일 리저버내의 공기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스티어링 휠
을 좌우측으로 돌린다.

4. 오일이 탁하지 않은가와 오일수준이 규정치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5. 스티어링 휠을 좌우측으로 돌렸을때 오일수준이 약간 변
하는지 확인한다.

주의

l 오일 수준이 5mm이상 차이가 나면 공기빼기 작업이
불완전한 것이므로 완전히 공기빼기를 행할 것.

l 엔진을 정지시킨 후에 오일수준이 갑자기 상승하면 공
기 빼가기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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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의  탈거·장착

 1혼 패드
2 너트.......................................50-80 Nm
3 와셔
4 스티어링 휠 댐퍼
5 스티어링 휠
6 스크류
7 콤비네이션 스위치 어셈블리
8 스크류

9 스티어링 컬럼 하부 커버
10 스티어링 컬럼 상부 커버
l11 볼트..................................... 315-20 Nm
12 스티어링 컬럼
13 볼트.........................................9-14 Nm
14 볼트.......................................13-40 Nm
15 와셔
 16  로워 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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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장착
1. 스티어링 휠로부터 혼패드를 탈거하고 커넥터를 분리한

다.

2. 컬럼 샤프트 엔드와 고정 너트에 조립마크를 표시하고, 고
정너트를 풀어낸다.

장착시

3. 스티어링 휠 댐퍼와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다.

조임토오크 50 - 80 Nm

4. 크래쉬 패드 판넬을 탈거한다.

주의

후드 개방 와이어 및 등화관제 스위치 커넥터를 분리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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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스티어링 컬럼 커버를 탈거한다.

8. 콤비네이션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9. 스티어링 기어 박스와 컬럼 샤프트의 컬러링 조립 볼트를
풀고 로워 샤프트를 탈거한다.

      주의

       나사산이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볼트를 삽입할 것.

조임토오크 30-40 Nm

 6. 웰드 클립을 풀고 각 배선의 커넥터를 분리한다.

7. 키스위치 박스로부터 진공호스를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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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토오크 9-14 Nm

10. 스티어링 컬럼 하우징의 플로어 조립부 볼트를 푼다.

장착시

11. 스티어링 컬럼 조립볼트를 풀고 컬럼 어셈블리를 탈거한
다.

      장착시

12.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조임토오크 15-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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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토오크 35 - 45 Nm

탈거·장착
1. 코터 핀을 빼내고 캐슬 너트를 풀어낸 후, 스티어링 넉클

암과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타이로드를 분리시킨다.

장착시

2. 커플링 고정볼트를 풀고 스티어링 컬럼 로워 샤프트와 스
티어링 기어박스를 분리시킨다.

장착시

조임토오크 30 - 40 Nm

3. 스티어링 기어 박스로부터 오일 파이프를 탈거하고 오일
을 배출시킨다.

장착시

조임토오크 12 - 18 Nm

8.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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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티어링 기어박스 고정 클램프의 볼트를 풀고 기어박스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장착시

주의

l 부우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조임토오크 70 - 9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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