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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사항

주요제원
냉방성능

난방성능

콤프레셔

콘덴서

리시버 드라이어

에바포레이터

형식

표준냉방 능력

최대풍량

규격

냉매용량

표준난방 능력

최대풍량

모델

형식

토출량

냉동유

마그네틱 클러치 출력

형식

방열량

콘덴서 모터출력

형식

용량

건조제

고압

저압

형식

팽창밸브

레지스턴스

써모앰프

재열 공기혼합 방식

4,45kcal/h

7.0㎥/MIN

R134a

650~750g

4,500kcal/h

7.0㎥/MIN

FK-Ⅱ

베인 로터리식

140,5cc/rev

Z×L 200PG(PAG 오일)

45W

PARALLEL TYPE, 엠 에프 씨

10,000(11,500:MFC)kcal/h

160W

알라미늄 플랫 헤드

240cc

XH-9상당품(30g)

OFF:27±2kgf/㎠G, ON:1.9±0.3kgf/㎠G

OFF:1.8±0.25kgf/㎠G, ON:1.9±0.3kgf/㎠G

편탱크 라미네이트

외부 균압식(1.5 냉동톤)

4단(코일저항)

에어감열식

OFF:2±0.5℃, DIFF:2±0.5℃

압력스위치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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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장진단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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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 모터 회로 고장시

팬 모터가 회전않음.

팬 모터'4만 회전, '3',

'2', '1'은 회전안함.

모터는 정상회전하고 풍량

이 부족하다.

에바포레이터의 동결

휴즈의 용단

배터리 단자전압이 낮다.

결선불량

어스불량

레지스터 온도 휴즈 단락됨.

부품 접합부 공기 누설

흡기그릴에 방해물 있다.

써모앰프의 작동불량(에바포

레이터에 서리가 끼어 있다.)

휴즈를 교환하기 전에 회로의 단선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배터리 단자전압이 12V인지 점검한다.

단자의 결합이 완전한가를 확인한다.전압강하

에 의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이스 등이 부

착될 것에 대해 주의할 것.

바디 어스 부분은 도료의 피복을 제거하여 완

전히 어스한다. 바디 어스 부분 체결할 것. 취

부볼트를 완전히 체결할 것.

레지스터 교환

히터와 쿨링유니트, 블로워유니트 간의 접합부

점검

흡기그릴부에 방해물이 있으면 통풍저항이 크

게 되고 풍량부족이 원인도 된다.

에바포레이터에 서리가 끼고 결국 냉방능력이

저하된다. 팬 스위치를 '4'에 놓았는데도 소

용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콤프레셔를 OFF시

키고 풍량을 최대로 한다.

      고 장 상 태           주  요  원  인                 대              책

2) 콤프레셔 회로 고장시

콤프레셔가 회전하지 않는

다.

마그네트 클러치가 헛돈

다.

마그네트 클러치가 붙지

않지만 손으로 누르면 붙

는다.

고·저압 압력 불량

에어콘 릴레이 불량

클러치판에 오일부착

단자 전압 저하

전기관계의 접촉 및 작동불량

클러치판과 클러치 코일의 간

격이 크다.

콤프레셔 마그네트 클러치에 전원이 오는가 점

검.

에어콘 릴레이 교환

분해하여 톨리크렌 등으로 기름 닦아냄(세척

제)

배터리 충전 및 전압저하 요인 점검

배선 도통상태 점검

에어콘 스위치, 팬 스위치 등 도통검사

어스상태 점검

클러치 갭 수정(0.2~0.6mm정도)

      고 장 상 태           주  요  원  인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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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히터 및 에어콘장치

1. 콤프레셔

2. 고압호스

3. 콘덴서

4. 메인 콘덴서 팬

5. 보조 콘덴서 팬

6. 콘덴서 팬 레지스터

7. 액상 파이프(A)

8. 리시버 드라이버

9. 액상 파이프(B)

10.그로멧트

11. 에바포레이트 어셈블리

12. 콘트롤 어셈블리

13. 히터, 유니트 앰프

14. 믹스 액튜에이터 어셈블리

15. 블로워 유니트

16. 히터 유니트

17. 모드 액튜에이터 어셈블리

18. 워터 인렛호스

19. 워터 아웃렛호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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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장치

1. 프론트 통풍구

2. 사이드 통풍구

3. 사이드 디프로스터

4. 프론트 디프로스터

5. 리어 통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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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배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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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매주입
매니폴드 게이지의 접속

1) 매니폴드 게이지를 자칭 밸브에 접속하기 전에
게이지의 고·저압측 핸드밸브를 잠근다.

2) 매니폴드 게이지의 저압호스는 저압차징 밸브에
고압호스는 고압차징 밸브에 연결하고 호스너트를
손으로 조여준다.

【주】밸브를 갑자기 빨리 열 경우 콤프레셔의 냉동유가빠져
나오므로 반드시 조금씩 밸브를 열어준다.

1) 매니폴드 게이지를 차징밸브에 접속시킨다.
2) 매니폴드 게이지의 중앙호스에 걸레를 놓는다.
3) 고압측의 밸브를 서서히 열어 냉매를 빼낸다.
   용량의 제품만을 사용한다.

4) 고압측 게이지가 약 3.5kg/㎠이하가 되면 저압
측의 밸브를 열어준다.

5) 고압 및 저압의 게이지가 0kg/㎠로 되면 냉매가
완전히 빠진상태이다.

냉매가스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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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니폴드 게이지를 자칭 밸브에 접속시킨다.
2) 매니폴드 게이지 중앙의 호스를 진공펌프에 연결

한다.
3) 진공펌프를 작동시키고 고압 및 저압측 밸브를

열어준다.
4) 진공펌프를 15~20부난 작동한다.
5) 고압 및 저업측의 게이지 압력이 부압(-)

750mmHg이상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고·저압
측 밸브를 닫는다.

6) 진공펌프를 정지하고 약 5분간 기다린다.
7) 5분경과후, 저압측 게이지가 변화되는지 확인한

다.
8) 저압측의 압력이 변할 경우는 냉매누설이 있는것

이므로 누설부위를 수리하고 1~7항을 재실시한
다.

9) 저압측의 압력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진공펌프를
분리한다.

1) 매니폴드 게이지의 중앙호스를 냉매통에 연결한
다.

2) 매니폴드 게이지의 고압측 밸브를 열어 냉매를
주입한다.

3) 저압측 압력이 1.0kg/㎠이 될때까지 주입하고
밸브를 닫는다.

4) 가스누설 검사기를 이용하여 각 연결부위의 누설
검사를 실시한다.

5) 가스누설이 발견되면 O-링 및 접속부를 수리한
다.

4) 고압측 게이지가 약 3.5kg/㎠이하가 되면 저압
측의 밸브를 열어준다.

5) 고압 및 저압의 게이지가 0kg/㎠로 되면 냉매가
완전히 빠진상태이다.

냉매 누설검사

진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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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가스 주입

1) 매니폴드 게이지를 차징밸브에 접속하고 진공작
업을 실시한다.

2) 매니폴드 게이지의 중앙호스를 냉매통에 연결한
다.

3) 고압측의 밸브를 열어 냉매를 350g 주입한다.
4) 고압측의 밸브를 닫고, 엔진을 시동하여 콤프레

셔를 작동시킨다.

5) 매니폴드 게이지의 저압측 밸브를 서서히 열어주
며 규정량을 주입한다.

【주】밸브를 갑자기 빨리 열 경우 콤프레셔의 냉동유가빠져
나오므로 반드시 조금씩 밸브를 열어준다.

1) 중앙의 벤트 공기토출구에 건구 온도계를 설치한
다.

2) 글로브박스 부근의 공기흡입구에 건·습구 온도
계를 설치한다.

3) 엔진을 시동하여, 약 1500rpm 정도로 유지한
다.

4) 블로워 스위치는 HI로 하고, A/C 스위치는 ON
한다.

5) 믹스 레버를 COOL 위치에 놓는다.
6) 내·외기 도어는 REC로 놓는다.
7) 냉매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성능 테스트

  규 정 냉 매 량          700±50g

6) 냉매 주입후 저압측 밸브를 닫는다.
7) 리시버 탱크의 사이트클라스를 확인한다.
8) 엔진을 정지하고, 매니폴드 게이지를 시스템으로

부터 떼어낸다.

공기흡입구 온도         25~35℃

고 압 측 압 력      13.2~18.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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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링 타입의 배관 연결시에는 그림과 같이 냉동
유를 바른다. 이때 너트 유니온의 나사부분에는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0-링 너트의 조임토오크

외     경      재    질    조 임 토 오 크

냉매 배관의 교환(O-링 타입)

【주】신냉매용 및 콤프레셔에 맞는 냉동유를 사용 할 것.

2) O-링은 반드시 배관의 시트면에 밀착시킨다. 분
해하고 재조립시에는 반드시 신품 O-링을 사용
한다.

3) 유니온과 너트의 체결시에는 손으로 최대한 돌려
조이고 규정된 토오크로 체결한다.

 9.52㎜      알루미늄       10~20Nm

12.70㎜      알루미늄       15~25Nm

15.88㎜      알루미늄       10~3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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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워 스위치

2. 내·외기 스위치

3. 통풍방향 선택스위치

4. 에어콘 스위치

5. 냉·난방 온도조절 노브

6. 내기온도 감지구

5.히터 및 에어컨 콘트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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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치 판넬을 탈거한다.

탈거·장착

【주】판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콘트롤 박스의 고정스크류(4개)를 풀어낸다.

3) 와이어 커넥터를 분리하고, 콘트롤 박스를 탈거
한다.

4)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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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시버 드라이어의 탈거·장착

1. 콘덴서

2. 리시버 드라이어

3. 브라켓

1) 리시버 드라이버로부터 고·저압 스위치 커넥터
를 분리한다.

2) 에어콘 계통내의 냉매를 배출한다.

3) 리시버 드라이어 입·출구 고압파이프를 분리한
다.

4) 브라켓 볼트를 풀어 리시버 드라이어를 탈거한
다.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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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어콘 콤프레셔의 탈거·장착

1. 콤비네이션 써포트

2. 고압 파이프

3. 저압 파이프

4. 콤프레셔

1) 베터리(-) 케이블을 탈거한다.

2) 에어콘 장치내의 냉매를 배출시킨다.

탈거·장착

선행작업:구동벨트 탈거(13-1200)

【주】매니폴드 게이지 연결호스를 고·저압축 라인에 연결하

여 냉매를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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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저압 파이프 및 와이어 커넥터를 탈거한다.

4) 콤비네이션 써포트로부터 장착볼트를 풀고 콤프
레셔를 탈거한다.

【주】탈거된 콤프레셔는 바로 세워 보관할 것.

5)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전기장치

1. 일반사항

700±50g

R134a

2-ROW

3,900Kcal/h(AT 300 CMH)

219.5×151.8×52.0

마그네틱

Ø70×145

237.0×232.0×92.0

알루미튬 플레이트

0˚C:1.5Kgf/㎠,10˚C:2.2Kgf/㎠

Angle

ON:4.5±0.6̊ C, OFF:1.5±0.6̊ C

알루미늄 플레이트

4,300Kcal/h(AT 420 CMH)

FK-Ⅱ(DKV 14C)

베인 로터리

140.5

Ø143.0

650×339.2×22.0

11,000Kcal/h

Parallel Flow

알루미늄

250cc

XH-9 또는 그 상당품 35g

Direct

32.0±2Kgf/㎠

2.0±0.2Kgf/㎠

매 10,000km마다(단,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 조기에 교환할 것.)

냉매

히터 유니트

블로워 유니트

에바포레이터

유니트

콤프레셔

콘덴서

리시버 드라이어

압력 스위치

에어 필터 교환주시

냉매 용량

냉매 종류

히터코어 형식

난방성능

히터 코어 사이즈(L×W×T)

모터 형식

모터 사이즈

코어 사이즈(L×W×T)

코어 형식

팽창 밸브 슈퍼 히트(Super Heat)

팽창 밸브 형식

더미스터

레지스터 형식

냉방성능

모델

형식

토출량(cc/Rev)

풀리

사이즈 (L×W×T)

방열성능

형식

재질

용량

건조제

형식

하이(OFF)

로우(ON)

개요
FATC(G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는 실내온도, 외기온도, 일사

량, 냉각수 온도등의 변화를 감지하여 히터 및 에어콘시스템의 풍량, 토출온도 및 흡입/토출 모드

를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차실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완전 자동식 히터 및 에어콘 시스템

이다.

일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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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kΩ±0.07kΩ

5V

3mA

1.0kΩ±0.03kΩ

5V

3mA

0.55kΩ±0.02kΩ

5V

3mA

70±30mA

500mA이하

100±40mA

500mA 이하

100±40mA

500mA 이하

30A

200W

240W

입력부

출력부

내기센서

외기센서

냉각수 센서

인테이크 액츄에이터

모드 액츄에이터

믹스 액츄에이터

파워 TR

블로워 모터 소비전력

정비제원

저항(25˚C)

정격 전압

정격 전류

저항(25˚C)

정격 전압

정격 전류

저항(25˚C)

정격 전압

정격 전류

정격 전류(12V에서)

LOCK 전류

정격전류(12V에서)

LOCK 전류

정격전류(12V에서)

LOCK 전류

I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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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TC 콘트롤 판넬

구성도

1. 오토 스위치

2. 모드 스위치

3. OFF 스위치

4. 온도 UP/DOWN 스위치

5. 디프로스트 스위치

6. 에어콘 스위치

7. 내외기 스위치

8. 볼로워 스위치(UP/DOWN)

9. VFD(VACCUM FLUORESCEN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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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번호 및 연결회로

커넥터 A

핀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연결회로

레오스태트

테일 램프

배터리(+)

파워 TR(B)

파워 TR(C)

 온도 액츄에이터(CCW)

IG2

접지

에어콘 스위치 접지

HI 스피드 릴레이

포토 센서(+)

포토 센서(-)

온도 액츄에이터 F/B

온도 액츄에이터(CW)

IG2

접지

커넥터 B

핀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결회로

내기 센서(+)

외기 센서(+)

냉각수 센서(+)

센서 전압 5V

센서 접지

인테이크(외기)

인테이크(내기)

-

-

-

VENT

B/L

FLR

MIX

DEF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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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도



전기장치

기능 설명

1. 오토 스위치
·AUTO 스위치를 누르면 VFD 표시부에 설정온도, AUTO,팬 속도, 내, 외기 표시, 현재의 토
출구(모드)가 표시됩니다.

·설정 온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자동 제어한다.
   - 모드 및 인테이크 도어
   - 온도 도어
   - 블로워 팬 속도
   -콤프레셔 ON/OFF제어
·AUTO 스위치 해제시 각각 수동 선택된 스위치이외의 기능은 자동 제어된다.

2. 모드(MODE) 스위치
·AUTO스위치가 "ON"상태에서 모드 스위치를 누르면 AUTO표시가 소등되고, 스위치 조작시
마다 VENT→B/L→FLR→MIX→VENT 순으로 송풍방향을 선택 제어된다.

3. OFF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누르면 에어콘 시스템이 OFF됩니다.

4. 온도 UP/DOWN 스위치
·설정온도를 증가 또는 감소 시키는 스위치로써 설정온도에 따라 온도 도어의 위치가 자동제어되
어, COLD 및 HOT 공기의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토출온도를 제어한다.

·스위치 조작시마다 0.5̊ C씩 설정온도 증감
·설정온도 범위는 17~32̊ C임
·설정온도 17˚C에서 최대 COLD기능, 32̊ C에서 최대 HOT 기능 수행
·1초 이상 누를시 1초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0.28초 간격으로 자동 UP/DOWN도니다.
·17.5̊ C→17˚C, 31.5̊ C→32˚C로 변경시와 17˚C이후의 DOWN 스위치 또는 32̊ C이
후의 UP스위치 조작시 0.1초간 3회 작동음이 발생한다.

5. 디프로스터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누르면 DEF가 점등되면서 모드 도어는 DEF로 고정된다.
·내, 외기 스위치는 FRESH로 고정
·에어콘 ON단, 외기온도 1.5̊ C이하에서는 에어콘 OFF됨
·내뉴얼로 에어콘 OFF선택이 가능하다.

6. 에어콘 스위치
·이 스위치를 조작시 마다 에어콘 시스템이 ON 또는 OFF 됩니다.

7. 내,외기 스위치
·스위치 조작시마다 흡입구를 내기 또는 외기(REC↔FRE)순환으로 자동 절환합니다.

8. 블로워 스위치(UP/DOWN)
·블로워의 스피드를 수동조정이 가능하며, AUTO모드에서 팬 UP/DOWN 스위치 조작시 현 상
태의 팬 레별을 기준으로 팬 스피드가 UP/DOWN됩니다.

·시그먼트 6개 점등시 최대 HI 작동
·1초 이상 누를시 1초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0.28초 간격으로 오토 UP/DOWN됨
·시그먼트가 2단 →1단(OL), 5단→6단(HI)로 변환시와 HI상태에서 UP스위치 또는 LO상태에
서DOWN스위치 조작시 0.1초간 3회 작동음이 발생한다.

·OFF 상태에서 스위치 조작시 1단(시그먼트 1개표시)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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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 및 장착
1. 시동 스위치를 OFF 시킨다.

2. 디지털 시계를 탈거한다.

3. 센터 판넬의 스트류를 풀어낸후 각각의 스위치를

빼내고, 센터 판넬를 탈거한다.

4. 스크류 6개를 풀어내고, 오디오 콘트롤 판넬 어

셈블리를 탈거한다.

5. 스크류 4개를 풀어내고, 에어콘 콘트롤 판넬 어

셈블리를 탈거한다.

6.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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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 배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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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TC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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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진단

FATC 에어콘 시스템은 자체 진단 기능을 가지고있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시키고 AUTO 스

위치를 누른상태에서 내,외기 스위치9INTAKE SWITCH)를 2초이내에 4회이상 누르면 내기센

서, 외기센서, 수온센서, 온도 액츄에이터 단선/단락등의 이상유무를 자가 진단하여 이상이 있으

면 VFD의 설정온도 표시부에 숫자로 에러 코드를 표시한다.

1. AUTO 스위치

2. 내,외기 스위치

3. OFF스위치

4. 에어콘 스위치

5. 설정 온도 표시부

자기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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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항목 및 에러코드
11:정상

11:내기 센서 단선

12:내기 센서 단락

13:외기 센서 단선

14:외기 센서 단락

15:냉각수 센서 단선

16:냉각수 센서 단락

17:온도 액츄에이터 단선/단락

18:온도 액츄에이터 구동계 불량

자가 진단 내용 표시방법

1. 자가진단  기능 실시중 데이타는 설정 온도 표시부의 2개의 숫자로 표시하고 나머지 설정온도

표시는 OFF 된다.

2. 자가진단 에러코드의 표시방법은 0.5초 간격으로 에러 코드 숫자를 점멸한다.

3. 자가진단 기능 실시중 설정 온도 표시부에 하기와 같은 에러 코드 숫자를 표시한다.

4. 이상이 없을 경우 정상표시(00)숫자가 점멸된다.

연속 동작시 표시방법

A:정상 또는 1개 고장시 (00 또는 11)

B:복수고장시(11,13,15...)

스탭 동작시 표시방법
A:정상 또는 1개 고장시는 연속 동작과 동일함

B:복수고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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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안전 기능
FATC 에어콘 시스템은 내기센서, 외기센서, 수온

센서 및 온도 도어 포텐셔메터에 단선 또는 단락일

경우 자가진단 할 뿐만 아니라 고장에 대한 안전 기

능을 가지고 있다.

고장 안전 기능

25˚C 대체시 제어

20˚C 대체시 제어

냉방 기동제어 진입 조건시

난방 기동제어 기능 수행, 10분후 해제

설정 온도 17~24.5̊ C:최대 COLD 위치

설정 온도 25~32̊ C: 최대 HOT 위치

불량 사항

단선 또는 단락

단선 또는 단락

단선 또는 단락

단선 또는 단락

항목

내기 센서

외기 센서

수온 센서

온도 도어 포텐쇼메터

NO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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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러 필터 교환방법

교환주기 매 10,000km

[주] 대기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에 교환할 것.

교  환
1. 글로브 박스를 열고 상단의 좌, 우측 록크부위가

빠지도록 안쪽방향으로 잡아 당긴다.
   [주] 필요 할 경우 하단의 2개의 스크류를 풀어내고 글

로브 박스를 탈거한다.

2. 2개의 필터커버 손잡이를 눌러서 에어필터 커버

를 탈거한다.

3. 2개의 에어필터를 탈거한다.
   [주] 장착시를 위해 에어필터를 탈거 하기전에 장착방

향을 기억해 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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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정비

내기 센서(INCAR SENSOR)
내기센서는 차량 실내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저항치 변화는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상승하는 써미스터 이다.

1. 자가진단 기능으로 내기시센서의 에러코드(11,

12)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운전석측의 인스트루먼트 판넬 하부 커버 안쪽에

장착된 내기센서 2핀 커넥터를 분리하고, 센서를

탈거한다.

3. 내기센서의 터미널 사이의 저항값 측정햇을 때

우측 그래프의 조건이 되는지 점검한다.
   [주] 얼음물에 센서를 담그고 저항값을 측정하고, 매우

뜨거운 물에 센서를 담그고 저항값의 변화를 점검

한다.

4. 만약 저항값이 규정치를 벗어날 경우 내기센서를

교환한다.

5. 센서를 장착시키고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상태

에서 내기센서의 12A번 터미널과 차체(-)간의

전압이 5V인가 측정한다.

6. 내기센서의 커넥터(12B, 12A)번 터미널과 에어

콘 콘트롤 유니트 커넥터(1,5)번 터미널 사이의

통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배선을 수리한다.

7. 고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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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센서(AMBIENT SENSOR)
외기 센서는 차량 외기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서,저항치 변화는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고, 온도

가 내려가면 상승하는 써미스터이다.

1. 자가 진단 기능으로 외기센서의 에러코드(13,

14)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차량 프레임의 RH전면부에 장착된 외기센ㅅ 2

핀 커넥터를 분리하고, 센서를 탈거한다.

3. 외기센서의 터미널 사이의 저항값 측정햇을때 우

측 그래프의 조건이 되는지 점검한다.
   [주] 얼음물에 센서를 담그고 저항값을 측정하고, 매우

뜨거운 물에 센서를 담그고 저항값의 변화를 점검

한다.

4. 만약 저항값이 규정치를 벗어날 경우 내기센서를

교환한다.

5. 센서를 장착시키고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상태

에서 내기센서의 10번 터미널과 차체(-)간의  전

압이 5V인가 측정한다.

6. 내기센서의 커넥터(10, 9)번 터미널과 에어콘 콘

트롤 유니트 커넥터(2,5)번 터미널 사이의 통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배선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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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센서(WATER SENSOR)
냉각수 센서는 수온이 50̊ C 이하일때 블로워 속도

를 Lo로 작동시키도록 엔진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는

써미스터 이다.

1. 자가 진단 기능으로 외기센서의 에러코드(15,

16)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인스트루먼트 판넬 안쪽의 히터 유니트부에 장착

된 냉각수 센서 2핀 커넥터를 분리하고, 냉각수

센서를 탈거한다.

3. 냉가가수 센서의 터미널 사이의 저항값 측정햇을

때 우측 그래프의 조건이 되는지 점검한다.
   [주] 얼음물에 센서를 담그고 저항값을 측정하고, 매우

뜨거운 물에 센서를 담그고 저항값의 변화를 점검

한다.

4. 만약 저항값이 규정치를 벗어날 경우 냉각수 센

서를 교환한다.

5. 센서를 장착시키고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상태

에서 내기센서의 7a번 터미널과 차체(-)간의  전

압이 5V인가 측정한다.

6. 내기센서의 커넥터(7a, 7b)번 터미널과 에어콘

콘트롤 유니트 커넥터(3,5)번 터미널 사이의 통

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배

선을 수리한다.



전기장치

일사량 센서(SUN LOAD SENSOR)
일사량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광 다이오드(PHOTO

DIODE)이다. 다이오드의 저항값은 일사량 증가량

에 다라 멀티메터로 전류값을 측정할 수 있다.

1. 일사량 센서와 에어콘 콘트롤 유니트사이의 회로

상통전 상태를 점검한다.

2. 이그니션 스위치 On상태에서, 일사량 센서 13a

번 터미널과 차량 접지시 5V인가 점검한다.

3. 일사량 센서의 13a번 터미널의 전류를 측정하여

우측 그래프의 조건이 되는지 점검한다.

4. 만약 전류값이 규정치를 벗어날 경우 일사량 센

서를 교환한다.



          전기장치

고장현상 : 내, 외기 도어가 작동하지 않는다.



전기장치

고장현상 : 판넬측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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