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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퍼 케이스

1. 일반사항
주요제원

적용

드라이브 샤프트 형식

액슬 하우징 형식

 디퍼렌셜

CV 죠인트

솔즈베리형

하이포이드

3.73

4.56

1.4ℓ

SAE 80W/90 또는 API GL - 5

종류

종감속비

오일 용량

오일 규격

디젤+자동변속기, 가솔린 엔진(E32)차량

디젤+수동변속기 차량





트랜스퍼 케이스

원인

오일의 부족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다.

오일품질 불량

링 기어의 백래쉬가 크다.

링기어, 피니언 기어의 치면 마모, 파손

구동 피니언 베어링의 마모, 손상

사이드 베어링, 사이드 기어 스프라인부 마모

액슬 하우징의 굽음

디퍼렌셜 케이스이 굽음(비뚤어짐)

피니언 샤프트의 마모

구동 피니언의 프리로드 조정 불량

링기어와 피니언의 프리로드 조정 불량

2. 고장진단 및 조치
이음 (직진으로 구동할때 발생하는 이음)

진단

보충

교환

교환

조정

교환

교환

교환

교환

교환

교환

조정

재조림

 누유

원인

오일과대

캐리어 접합면의 시일 불량

액슬 하우징의 균열

오일시일의 마모, 손상

진단

적정 오일로 조정

수정

교환

교환

 이음(회전시 발생하는 이음)

원인

피니언 또는 사이드 기어의 치면 마모, 파손

피니언 샤프트의 마모

피니언 기어와 사이드 기어의 백래쉬 과대

리어액슬축의 엔드 플레이가 크다

사이드 기어와 디퍼렌셜 케이스의 넙촉면 불량

액슬 하우징의 균열

구동피니언의 오일 시일 기뚤어짐, 설치불량

구동피니언의 오일 시일 손상, 파손

베어링 칼라의 이완

유니버셜 죠인트의 마모, 손상

액슬 샤프트 베어링의 마모, 손상

진단

교환

교환

교환

조정

교환

교환

교환

교환

교환

교환

교환

열발생

원인

오일부족

각기어의 백래쉬 부족

베어링 프리로드 과대

진단

보충

조정

조정



















트랜스퍼 케이스

1 프론트 액슬 하우징 마운팅 브라켓
2 이너 샤프트(좌측)
3 볼트..................................... 80-100 Nm
4 오일시일 ...... 교환, 실링 립부에 그리이스 도포
5 스냅링
6 베어링
7 스냅링
8 오일 드레인 플러그 ....................28-42 Nm
9 프론트 액슬 하우징

10 브리이더 니플
11 이너 샤프트(우측)
12 피니언 록크 너트 ....................240-310 Nm
13 와셔
14 컴패니언 플랜지
15 오일 시일 ..... 교환, 실링 립부에 그리이스 도포
16 베어링
17 시임
18 베어링 배플
19 시임
20 베어링
21 오일 슬링거

22 구동 피니언
23 오일 필러 플러그 ....................... 28-42 Nm
24 볼트....................................... 39-46 Nm
25 액슬 하우징 커버
26 링기어
27 베어링
28 시임
29 샤프트 록크 핀
30 디퍼렌셜 케이스
31 볼트....................................... 75-90 Nm
32 볼트....................................... 48-69 Nm
33 와셔
34 베어링 캡
35 스러스트 와셔
36 사이드 기어
37 기프 샤프트
38 디퍼렌셜 피니언
39 스러스트 와셔













             전자제어 서스펜션 (ECS)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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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출력 장치 및 감쇠력 제어 로직

입출력 장치
쇽 업쇼버의 감쇠력은 ECS로부터 신호를 받아 쇽 업쇼버 상부의 액츄에이터를 구동시켜 쇽 업쇼

버의 콘트롤로드를 4가지 모드로 회전시킨다.

콘트롤 로드의 회전에 따라 쇽 업쇼버 안이 로터리 밸브가 유량의 흐름을 제어하여 쇽 업쇼버의 감

쇠력을 SOFT↔MEDIUM↔HARD로 조정한다.

시스템 구성도

1. ECS(ECU)

2. 차체 상하 가속도 센서(버티칼 센서)

3. 차체 좌우 가속도 센서(레터랄 센서)

4. ECS 모드 스위치

5. 제동등 스위치

6. 차축 상하 가속도 센서(휠 G센서)

7. 모드 액츄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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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력 제어로직

감쇠력 가변식 현가 장치에 적용되는 제어 로직은 승차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면 감지 승차감

제어 로직과 조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속 감응 제어 로직, 안티 롤  제어 로직, 안티 다이

브 제어로직으로 구성된다.

로  직
센  서

속  도
버티칼 센서

(2.5g)

버티칼 센서

(1g)

차축가속도

센서(10g)
브레이크

노면 감지 승차감 제어 로직

안티 바운스 제어 로직

안티 롤 제어 로직

안티 아이브 제어 로직

차속 감응 제어 로직

●

●

●

●

●

●

●

●

●

통상 제어

초기 상태

이그니션 ON일 경우 약 3초동안 시스템 초기화를 시행한다. 이때 경고등은 점등되어 있고 감쇠

력은 Hard상태로 전환한다. 3초후 경고등은 소등되고 정상적인 제어상태로된다.

통상 감쇠력 제어 성립

Auto모드에서의 감쇠력은 Soft→Medium→Hard상태를 가지며, Sport모드에서의 감쇠력은

Medium→Fard상태를 가진다, 또한 동시에 복수의 제어항목이만족될 경우에는 Hard>Medium>

Soft순으로 한다.

통상 감쇠력 제어 해제

제어모드의 해제는 "Hard→Medium→Soft" 또는 "Medium→Soft"로 한다.제어시 Hard상태

에서 Medium상태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설정 시간이 경과된 후 Medium상태로 복귀한다.

Medium에서 Soft상태로의 복귀는 지연시간 없이 즉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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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진단

ECS-ECU는 고장 발생시 계기판 내의 ECS 표시등을 0.5초 간격으로 점멸시켜 운전자에게 ECS

회로의 결험을 알려준다.

고장내용

차체 상하가속

도 센서

(버티칼 센서)

단선·단락

차체 좌우 가속

도 센서

(레디칼 센서)

단선·단락

차축 상하 가속

도센서

(휠가속도 센서)

단선·단락

프론트 액츄에이

터 단선·단락

(프론트 스텝모터)

리어 액츄에이터

단선·단락

(프론트 스텝모터)

ECU이상

판정조건

센서의 출력 전압이

0.55±0.15V이하,

4.55±0.1V이상을

검출할 경우

센서의 출력 전압이

0.55±0.15V이하,

4.55±0.1V이상을

검출할 경우

센서의 출력 전압이

0.55±0.15V이하,

4.55±0.1V이상을

검출할 경우

출력 OFF시 고장검

출 회로가 고장을 검

출했을 경우

출력 OFF시 고장검

출 회로가 고장을 검

출했을 경우

ECU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코드

21

22

23

31

32

41

설정시간 조치

안티-바운스

Ride Con-

tron

제어장치

안티-롤

제어장치

Ride Con-

tron

제어장치

이전 모드 복

귀후 제어

정지

이전 모드 복

귀후 제어

정지

제어 정지

해제조건

센서전압이

≥2.0±0.1V

≤3.0±0.1V

센서전압이

≥2.0±0.1V

≤3.0±0.1V

센서전압이

≥2.0±0.1V

≤3.0±0.1V

ING+SW

OFF→ON

ING+SW

OFF→ON

Reset

1±

0.1초

1±

0.1초

1±

0.1초

0.5±

0.1초

0.5±

0.1초

0.5±

0.1초

1±

0.1초

1±

0.1초

1±

0.1초

1. 이그니션 ON후, ECS 시스템이 정상 일 경우 3초동안 ECS표시등은 점등되고 소등괸다. 에

러가 발생할 경우 ECS 표시등은 0.5초 간격으로 계속 점멸한다.

2. 고장코드 판별은 스캔 스코프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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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츄에이터 점검

액츄에이터 컨넥터 단자사이에 배러리 전압을 가할때 액츄에이터 출력측 위치가 아래도표와 같은

위치로 변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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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론트 쇽 업쇼버의 탈거·장착

1. 프론트 숍업쇼버

2. 센터와셔

3. 부쉬

4. 센터 와셔

5. 액츄에이터 마운팅 브라켓

6. 육각 너트(M12×1.25) .......... 40~6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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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장착

 1) 액츄에이터 커넥터를 분리하고, 볼트를 풀어내

후 액츄에이터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주]·액츄에이터를 마운팅 브라켓에 조립시 와이어링

이 프레임의 바깥방향으로 향하도록 조립할 것.

      · 액츄에이터 와이어링를 프레임의 오픈 클립에 고

정시킬때 와이어링의 끝단에서 40~50mm 떨어진

위치에서 고정시킬것..

 2) 상부터트(6)를 풀어낸다.
    [주] 너트 체결시 마운팅 브라켓의 액츄에이터 접촉면

과 로드의 끝단이 0.5~1.5mm가 되도록 체결할

것.

 3) 마운팅 브라켓(5)를 탈거한다.

 4) 부쉬를 탈거하고, 손상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교환한다.

 5) 쇽업 쇼바의 하부 볼트 및 너트를 풀어내고 쇽

업쇼버를 탈거한다.
   [주] 쇽 업쇼버에 가스가 봉입되어 있으므로 절단하거

나 열을 가하지 말것.

 6)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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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어 쇽 업쇼버의 탈거·장착

1. 리어 쇽업쇼버

2. 센터 와셔

3. 부쉬

4. 센터 와셔

5. 액츄에이터 마운팅 브라켓

6. 육각 너트 (M12×1.25) .............. 40~6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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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장착

 1) 액츄에이터 커넥터를 분리하고, 볼트를 풀어내

후 액츄에이터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주]·액츄에이터를 마운팅 브라켓에 조립시 와이어링

이 프레임의 바깥방향으로 향하도록 조립할 것.

      · 액츄에이터 와이어링를 프레임의 오픈 클립에 고

정시킬때 와이어링의 끝단에서 40~50mm 떨어진

위치에서 고정시킬것..

 2) 상부터트(6)를 풀어낸다.
    [주] 너트 체결시 마운팅 브라켓의 액츄에이터 접촉면

과 로드의 끝단이 0.5~1.5mm가 되도록 체결할

것.

 3) 마운팅 브라켓(5)를 탈거한다.

 4) 부쉬를 탈거하고, 손상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교환한다.

 5) 쇽업 쇼바의 하부 볼트 및 너트를 풀어내고 쇽

업쇼버를 탈거한다.
   [주] 쇽 업쇼버에 가스가 봉입되어 있으므로 절단하거

나 열을 가하지 말것.

 6)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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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축 상하 가속도 센서(휠 가속도 센서)의 탈거·장착

1. 차축 상하 가속도 센서(휠 G센서)

2. 익스텐션 와이어링

3. 육각볼트(M6) ....................... 20~30Nm

탈거·장착

 1) 차축 상하 가속도 센서의 익스텐션 와이어링 컨

넥터(2)를 분리한다.

 2) 볼트(3)를 풀어내고, 차축 상하 가속도 센서(1)

를 탈거한다.
   [주] 센서를 브라케에 장착할 때 센서의 와이어링이 윗

방향이 되도록 할 것.

 3)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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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버티칼 및 레터랄 센서의 탈거·장착

 1) 버티칼 센서 및 레터랄 센서의 커넥터를 분리한

다.
   [주] 컨넥터 조립시 레터랄 센서(2)의 커넥터 연결부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고, 버티칼 센서(1)의 커넥

터 연결부는 아래로 가도록 조립할 것.

 2) 센서의 볼트를 풀어내고 버티칼 센서 및 레터랄

센서를 탈거한다.

조 임 토 오 크 20~30 Nm

장착시

 3)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1. 차체 상하 가속도 센서(버티칼 센서)

2. 차체 좌우 가속도 센서(레터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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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CS(ECU)의 탈거·장착

1. 볼트(2개)

2. 커넥터

3. ECU(26핀)

탈거·장착

 1) 콘솔박스의 고정 스크류와 각 컨넥터를 분리시

키고, 콘솔박스를 탈거한다.

 2)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ECU 컨넥터(2)를 분리한

다.

 3) 10mm 볼트2개(3)를 푸렁내고, ECU(1)를 탈

거한다.

 4)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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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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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핀 번호 및 연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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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캔 스코프를 이용한 자가진단법

스캔 스코프를 이용한 고장진단 방법

1. 시동 스위치를 "OFF"에 놓는다.

2. 엔진룸 진단 소켓에 스캔 스코프 하네스 커넥터를 연결한다.

3. 시동 스위치를 "ON"위치에놓는다.

4. 스캔 스코프의 기능 선택화면에서 "전자 제어 차량 점검"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른다.

5. 차종 선택화면에서 "코란도(98년형 차량)"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른다.

6. 제어 장치 제어화면에서 "전자제어 현가장치(ECS)"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른다.

7. 진단 항목 선택화면에서 "자기진단" 선택한다.
    [주] 필요시 센서값 출력 화면도 검사할 것.

8. 결함코드를 확인한후 고장개소를 찾아 나간다.
    [주] 자기진단 목록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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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코드 목록
자기진단 항목

정  비  힌  트

1. 센서 공급 전압점검

 -  점검 조건 -ING ON

 - 규정값 - ECU 11.8번 핀사이의 전압 : 4.5~5V

2. 센서의 출력 전압 점검

 - 점검 조건 -ING ON

 - 규정값 - ECU 20.11번 핀사이의 전압 : 0.5~4.5V

3. 센서 단품 점검

4. 회로의 단선 점검

5. 관련 컨넥터 접속상태 점검

1. 센서 공급 전압점검

 -  점검 조건 -ING ON

 - 규정값 - ECU 11.8번 핀사이의 전압 : 4.5~5V

2. 센서의 출력 전압 점검

 - 점검 조건 -ING ON

 - 규정값 - ECU 110.11번 핀사이의 전압 : 0.5~4.5V

3. 센서 단품 점검

4. 회로의 단선 점검

5. 관련 컨넥터 접속상태 점검

1. 센서 공급 전압점검

 -  점검 조건 -ING ON

 - 규정값 - ECU 11.8번 핀, ECU7,11 사이의 전압 :

4.5~5V

2. 센서의 출력 전압 점검

3. 센서 단품 점검

4. 회로의 단선 점검

5. 관련 컨넥터 접속상태 점검

1. 스텝모터의 공급전압 점검

2. 회로의 단선 점검

3. 관련 컨넥터 접속상태점검

1. 스텝모터의 공급전압 점검

2. 회로의 단선 점검

3. 관련 컨넥터 접속상태점검

1. ECU 관련 커넥터 점검

2. ECU 교체

결함 이름

버티칼 가속도 센서 단선, 단락

(버티칼 가속도 센서, 배선 컨넥터등

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남)

레터랄 가속도 센서 단선, 단락

(레터랄 가속도 센서,배선 컨넥터등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남)

휠 가속도 센서 단선, 단락

(휠 가속도 센서, 배선 컨넥터등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남)

프론트 스텝모터 단선, 단락

(프론트 스텝모터 배선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남)

리어 스텝모터 단선, 단락

(리어 스텝모터 배선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남)

ECU이상

(ECS의 ECU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남)

결함코드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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