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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1. 일반사항
주요제원

형식

페달비

최대작동행정

유격

형식

내경

형식

배력비

형식

캘리퍼 실린더 내경

브레이크 패드 두게

디스크 플레이트 두께

형식

드럼 내경

슈형식

라이닝 폭 ×길이 ×두께

휠 실린더 내경

캘리퍼 실린더 내경

브레이크 패드 두께

디스크 플레이트 두께

형식

조작방식

규격

브레이크 페달

만도 브레이크       PBR브레이크

현가식

4.3:1       3.8:1

138mm

1~4mm

탠덤식(레벨 센서장착)

Ø25.4mm       Ø23.81mm

진공배력식

5.6:1       5.0:1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타입

Ø60mm       Ø60.4mm

10mm

24mm

             드럼식     솔리드 디스크식

Ø254mm -

리딩앤드 트레일링 -

57×243.8×5mm -

Ø22.23mm         -

     -                          Ø40.5mm

     -                          9.5mm

     -                         10.4mm

기계식 후륜 내부 확장

수동식

SAE J1703 또는 DOT3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부스터

프론트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2. 고장진단 및 조치
진    단

수리

재조임

교환

세척

교환

수리

수리

윤활

재조임

조정

수리

교환

교환

수리

수리

보충 또는 교환

공기빼기 작업

수리

수리

교환

수리

수리

수리

수리

공기빼기 작업

수리

조정

수리

조정

교환

수리

교환

윤활

교환

조정

교환

교환

교환

수리

레버행정조정 또는 케이블 점검

원      인

백킹 클레이트나 캘리퍼가 잘못 장착되어 있다.

백킹 플레이트 혹은 캘리퍼 장착 볼트가 풀림

브레이크 드럼 혹은 디스크가 불균일하게 마모 혹

은 균열되었음.

브레이크 드럼 내에 이물질이 있음.

패드나 라이닝 접촉면에 고착됨

캘리퍼와 패드 어셈블리 사이의 간극이 과도함

패드의 접촉이 불균일함.

섭동부의 윤활이 불량함

서스펜션 부위가 풀림

좌우특 타이어의 공기압이 차이가 남

패드나 라이닝의 접촉 불량

패드 혹은 라이닝면에 그리이스나 오일이 묻음

드럼이 휘었거나 불균일하게 마모됨

휠 실린더의 장착 불량

자동 간극 조정기의 작동 불량

브레이크 액이 없거나 오염되었음

브레이크 계통내 공기가 유입됨

브레이크 부스터 작동 불량

패드 혹은 라이닝의 접촉불량

패드면에 그리이스나 오일이 묻음

자동 간극 조정기의 작동 불량

패드나 라이닝이 끌려 브레이크 로터가 과열됨

브레이크 라인의 막힘

프로포셔닝 밸브의 작동 불량

브레이크 계통에 공기가 유입됨

브레이크 액이 누설됨

푸시로드와 마스터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과도함

주차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음

주차 브레이크 조정이 불량함

브레이크 페달 리턴 스프링이 약함

페달 유격불량

리어 드럼 브레이크 슈우 리턴 스프링이 파손

섭동부의 윤활 불량

마스터 실린더 첵크 밸브 혹은 피스톤 리턴 스프링

이 손상됨

푸쉬로드와 마스터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부족함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됨

라이닝 면이 그리이스나 오일에 오염됨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고착됨

자동 간극 조정기의 작동불량

주차 브레이크 레버 행저이 과도함

현   상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소음

이 나거나 차가 떨린다.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차량

이 한쪽으로 쏠린다.

제동력이 불충분하다.

패달의 행정이 증가한다.(페

달과 바닥 사이의 간극이 감

소한다.)

브레이크가 끌린다.

주차 브레이크 성능이 부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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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차량

3. 시스템의 구성

1. 브레이크 부스터
2. 브레이크 리저버 및 마스터 실린더
3. ABS 콘트롤 유니트
4.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및 캘리퍼
5.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및 캘리퍼
6. 3방향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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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드럼 브레이크 차량

1. 브레이크 부스터
2. 브레이크 리저버 및 마스터 실린더
3.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및 캘리퍼
4. 리어 드럼 브레이크 및 휠 실린더
5. 유압 제어 밸브(LCRV)
6. 3방향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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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내의 고이각 완전히 빠질때까지 우측 그림과 같이 공
기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주의

·브레이크 액이 페인트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공기 빼기후 액을 규정 레별까지 보충한다.

·작업자는 서로 의사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

·홀린 브레이크액은 헝겊으로 완전히 닦아낸다.

·브리이더 스크류를 체결한뒤 스크류 주위의 누유를

       점검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빠르게 밟았따 놓았따하면 마스터 실

       린더의 2차 피스톤이 밀려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기

       빼기 작업이 어렵게 된다.

·뽑아낸 브레이크 액은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

1) 리저버 캡을 탈거하고 브레이크액을 채운다.

주의

브레이크액이 도장면에 묻으면 즉시 닦을 것.

4. 공기빼기 작업

항     목 조 임 토 오 크

2) 캘리퍼 또는 휠 실린더 브리이더 스크류에 비닐튜브를 연
결하고 튜브의 다른 쯭은 브레이크 용기에 집어넣는다.

3) 브레이크 페달을 몇번 밟았다가 놓는다.

4) 페달을 완전 밟은채로 브리이더 스크류를 브레이크액이
빠져나올 때까지 푼다. 그 다음 브리이더 스크류를 잠근
다.

항     목

7~13 Nm프론트 브리이더스크류

8~20 Nm리    어  브리이더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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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작업 : 휠 및 타이어 탈거

1. 아이 호스 볼트 .............................25~35Nm
2. 가스켓 ...............................................교환
3. 브레이크 호스
4. 브레이크 캘리퍼
5. 볼트 ............................................... 20Nm
6. 와셔
7. 프론트 디스크 어셈블리
8. 브레이크 패드
9. 브레이크 호스 및 너트 ...................25~35Nm
10. 가스켓..............................................교한

5.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 및 패드의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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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DO 브레이크 차량

      호스 조립 너트를 풀고 호스를 분리한다.

      장착시

조 임 토 오 크 25~35Nm

탈거·장착

  2) PBR 디스크 브레이크 차량

2.1) 아이 호스 볼트를 풀고 호스를 분리한다.

      장착시

조 임 토 오 크 25~35Nm

2.2) 휠 시피드 센서를 탈거한다.

3) 마운팅 볼트를 풀고 브레이크 캘리퍼 어셈블리를 탈거한
다.

조 임 토 오 크 2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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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레이크 패드를 빼내고 필요시 교환한다.

주의

교환시에는 반드시 양쪽 패드를 함께 교환할 것.

5)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6)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한다.(42-05)

검   사

1) 분해된 부품들을 깨끗이 세척하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모, 녹, 손상

    ·캘리퍼 보디의 손상, 균열, 가이드핀의 손상, 마모

    ·패드의 편마모, 오일의 부착여부

    ·부트의 손상, 찍어짐 여부

2) 갤리퍼 하우징 내경을 점검한다.

마 모 한 계

Ø61.4mm

Ø61.0mm

구     분

ABS 두께

ABS미장착

신 품 내 경

Ø60.4mm

Ø60.0mm

3) 패드의 두께를 측정한다.

주의

측정시 이상이 있는 것은 2개를 동시에 교환할 것.

마 모 한 계

2.0mm

신 품 두 께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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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크 플레이트 두께를 측정한다.

5) 디스크 플레이트의 긁힘 및 휨여부를 점검한다.

마 모 한 계

22mm

신 품 두 께

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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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어 브레이크 캘리퍼 및 패드의 탈거·장착(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1. 리어 브레이크 디스크 어셈블리
2. 브레이크 패드
3. 브레이크 캘리퍼
4. 가스켓 ...............................................교환
5. 볼트 ............................................... 20Nm
6. 가스켓 ...............................................교환
7. 브레이크 호스
8. 가스켓 ...............................................교환
9. 아이 호스 볼트 .............................. 8~18Nm

선행작업 : 휠 및 타이어의 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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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장착
1) 아이 호스 볼트를 풀고 호스를 분리한다.

    장착시

2) 마운팅 볼트를 풀고 브레이크 캘리퍼 어셈블리를 탈거한
다.

    장착시

3) 브레이크 패드를 빼내고 필요시 교환한다.

주의

교환시에는 반드시 양쪽 패드를 함께 교환할 것.

조 임 토 오 크 8~18Nm

조 임 토 오 크 20Nm

4)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5)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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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1) 분해된 부품들을 깨끗히 세척하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모, 녹, 손상

    ·캘리퍼 보디의 손상, 균열, 가이드핀의손상, 마모

    ·패드의 편마모, 오일의 부착여부

    ·부트의 손상, 찍어짐 여부

2) 캘리퍼 하우징 내경을 점검한다.

3) 패드의 두께를  측정한다.

주의

측정시 이상이 있는 것은 2개를 동시에 교환할 것.

마 모 한 계

Ø41.5mm

신 품 내 경

Ø40.5mm

마 모 한 계

1.5mm

신 품 두 께

9.5mm

4) 디스크 플레이트 두께를 측정한다.

5) 디스크 플레이트의 긁힘 및 휨여부를 점검한다.

마 모 한 계

9.3mm

신 품 두 께

10.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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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어 브레이크 슈 교환(리어 드럼 브레이크)

1. 브레이크 드럼
2. 리어 액슬 샤프트
3. 슈 홀드 다운 와셔
4. 스프링
5. 리테이닝 플레이트
6.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트레일링)
7. 주차 브레이크 및 어져스터 작동 레버
8. 레버 핀
9. 레버 스프링
10. 상부 슈 리턴 스프링
11. 어져스터
12. 하부 슈 리턴 스프링
13. 휠 실린더 어셈블리

선행작업 : 토휠 및 타이어 탈거

14. 슈 홀드 아운 핀
15. 백 플레이트
16. 블리이더 스크류 .......................... 9~14Nm
17. 캡
18. 브레이크 오이 파이프 ...................25~35Nm
19. 너트 ........................................50~65Nm
20. 볼트
21. 라이닝 점검 플러그
22.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23. 휠 실린더 마운팅 볼트 .................5.5~11Nm
24.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리딩)
25.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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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레이크 드럼의서비스 홀에 볼트(M8×1.25)를 끼워서
브레이크 드럼을 탈거한다.

    주의

    양쪽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줄 것.

분해·조립

50~65 Nm조임토오크

2) 액슬 샤프트의 플러그를 떼어내고 액슬 샤프트 고정너트
를 푼다.

    장착시

3) 액슬 샤프트를 탈거한다.

4) 플라이어로 슈 홀드 다운 핀과 와셔의 홈을 맞추어 분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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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쪽 브레이크 슈의 하단부를 앵커 플레이트로 부터 빼낸
다.

6) 하부 슈 리턴 스프링을 분해한다.

7)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작동 레버로부터 분리한다.

8) 브레이크 슈 및 어져스터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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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져스터 작동 레버 스프링을 탈거한다.

10) 어져스터(2)를 빼내고 상부 슈 리턴 스프링(1)을 분해한
다.

11) 브레이크 슈로부터 주차 브레이크 작동 레버 및 어져스터
작동 레버를 분해한다.

12) 레버 핀(화살표)을 빼내어 주차 브레이크 작동 레버와 어
져스터 작동 레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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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브레이크 드럼 내경을 측정하고 핖요시 교환한다.

    주의

     2개소 이상 측정할 것.

14) 라이닝과 브레이크 접촉면을 점검한다.

     브레이크 드럼의 내면에 분필을 칠하고 슈우 및 라이닝
어셈블리를 문질러 점검한다. 현저한 접촉불량인 경우,
슈우 및 라이닝 어셈블리 또는 브레이크 드럼을 교환한
다.

   주의

    점검 종료후 분필을 딱아낼 것.

15)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한다.

16) 어져스터의 조정 나사를 회전시켜 슈 외경을 Ø253.08~
Ø253.50mm에 맞춘다.

17) 브레이크 드럼을 장착하고 손으로 원활히 회전되는지 확
인한다.

    주의

     필요시, 어져스터로 조정할 것.

마 모 한 계

Ø255.5mm

신 품 내 경

Ø254mm

18) 주차 브레이크 레버의 작동 행정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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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브레이크

1. 주차 브레이크 레버
2.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스위치
3. 볼트
4. 볼트
5. 프론트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6. 이퀄라이저

  7. 너트
  8. 볼트
  9. 리어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10. 브레이크 드럼(리어 드럼 브레이크 차량)
11. 브레이크 디스크(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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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럼 브레이크
    브레이크 슈의 외경을 Ø253.08~Ø253.50mm에 맞춰
    놓는다.

조    정
1) 디스크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슈의 외경을 Ø189.6~189.8mm에 맞춰
    놓는다.

3) 브레이크 디스크 및 드럼을 장착하고, 주차 브레이크 레버
를 17.5~20.5Kg 정도의 힘으로 eㅏㅇ겻을때 5~7노치에서
정지하도록 조정너트로 조정한다.

4)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다.

   주의

    이때, 양쪽 바퀴는 원활히 회전될 것.

5) 브레이크 램프는 주차 브레이크 레버는 1노치 당겻을때부
터 점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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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브레이크 페달

1. 클레비스 핀
2. 페달 어셈블리
3. 스톱 램프 스위치
4. 패드
5. 너트 ..........................................21~35Nm
6. 요크 핀
7. 펄크럼 핀
8. 리턴 스프링
9. 페달 마운팅 브라켓
10. 와셔
11. 너트 ........................................16~32Nm
12. 볼트 ........................................12~23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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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탈거·장착
1) 스톱 램프 스위치를 탈거한다.

2) 펄크럼 핀과 리턴 스프링을 탈거한다.

3) 클레비스 핀을 탈거한 후, 페달과 브레이크 부스터 푸쉬로
드를 분리시킨다.

4) 브레이크 페달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5)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1) 페달높이

    주의

     표준치와 다를 경우, 스톱 램프 스위치의 록크 너트 (B)
를 풀고 페달 높이를 조정할 것.

표 준 치 (A) 150mm(카페트에서)

2) 최대행정

표 준 치 (C) 138mm

3) 페달 유격

    주의

     ·페달을 수회 밟고 바쿨라인의 부압을 제거후 유격을 조
정할 것.

     ·푸쉬로드의 록크너트(D)를 풀고, 로드를 돌려 유격을
조정할 것.

표 준 치 (E) 1~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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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및 부스터의 탈거·장착

1. 너트 ......................................... 21~29Nm
2. 와셔
3. 마스터 실린더 어셈블리
4. 오일레벨 센서
5. 첵크 밸브
6. 부스터

7. 요크 핀
8. 클레비스 핀.........................................교환
9. 시일
10. 스페이서
11. 너트 ........................................21~28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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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진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수차례 밟은 다음, 페
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건다. 이때. 페달이 약간 내려
가면 정상이다.

부스터의 작동 점검
1) 엔진을 1~2분 구동시켯따가 정지시킨 후, 브레이크 페달

을 수차례 밟아준다.

     최초의 페달 행정이 길고 이후의 행정이 점차로 줄어들면
정상이며, 페달 행정에 변화가 없으면 비정상이다.

3) 엔진을 시동시키고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다. 이
때, 약 30초동안에 페달 높이에 변화가 없으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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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CRV(하중 감압밸브)

구   조
LCR밸브는 센서부, 액압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센서부

    적재 상태의 변화에 의한 차높이의 변위를 감지하여 하중
에 따라 변하는 스프링 및 작동레버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 액압 제어부

    센서에 미치는 힘을 비례 제어하기 우ㅟ한 밸브 스템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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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LCR밸브는 본체는 차량의 샤시에 고정되어 있는 센서 스프

링의 끝단은 리어 액슬에 장착되어 있다. 차량의 적재상
태에 의해 차량 샤시와 리어액슬의 상대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센서 스프링이 밸브 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변화하게
되어 리어 퓔 계통의 액압을 제어한다.

셋팅방법
1) 커넥팅 로드(a)를 1전홀에 고정시킨다.

2) 간극 "X"를 0mm가 되도록 록크 너트(b)로 체결한다.

3) 커넥팅 로그(a)를 1번홀에서 탈거한후, 2번 홀에 고정시
킨다.

4) 셋팅후에 록크 너트(b)와 조정스크류(c) 사이에 페인트로
셋팅 표시를 한다.

5) LCR밸브 셋팅방법은 반드시 공차상태에서 실시한다.

조 임 토 오 크 14~18Nm

조 임 토 오 크 14~18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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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밸브의 정비 및 검사
LCR밸브에 결함이 발생함여 센서 스프링 또는 밸브 보디 어
셈블리를 교환하거나, 리어 액슬의 교환 및 장착, 리어 스프
링의 교환 장착을 할 경우에는 LCR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고장진단법
항     목

(제동거리가 길어 브레이크
가 밀린다.)

조        치

공기빼기 실시

재조정

센서 스프링 교환

배관 체결 및 LCR밸브 보디 어
셈블리 교환

재조정

LCR밸브 보디 어셈블리 교환

공기빼기 작업이 충분하지 못하다.

센서 스프링 조정 불량

센서 스프링 파손

배관, LCR밸브 본체에서 누유 발생

센서 스프링 조정불량

LCR밸브 내부 누설

원       인

후륜이 조기 록크

(LOCK)된다.

주의

·LCR밸브의 누유는 브레이크액에 혼입된 이물질이 밸브에

   끼어 밸브 개폐불량, 또는 시일링의 마모에 의해 발생된다.

·리어 스프링을 고객 임의로 보강 및 수정할 경우 제동성능

   이 변하므로 필히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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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BS 2S
주요제원

항                                  목 진    단

35핀

-40°~+85°C

50mA

1.97~2.23A

4.6~5.7A

1.14Ω

1,000±2,000Ω

0.25~1.75mm

0.15~1.2mm

52개

52개

핀갯수

작동온도 범위

최대소비전류

압력유지 작동전류

압력감소 작동전류

솔레노이드 코일저항

내부저항

프로트 에어간극

리어에어간극

프론트 잇수

리어잇수

핀갯수

작동온도 범위

최대소비전류

압력유지 작동전류

압력감소 작동전류

솔레노이드 코일저항

내부저항

프로트 에어간극

리어에어간극

프론트 잇수

리어잇수

핀갯수

작동온도 범위

최대소비전류

압력유지 작동전류

압력감소 작동전류

솔레노이드 코일저항

내부저항

프로트 에어간극

리어에어간극

프론트 잇수

리어잇수

핀갯수

작동온도 범위

최대소비전류

압력유지 작동전류

압력감소 작동전류

솔레노이드 코일저항

내부저항

프로트 에어간극

리어에어간극

프론트 잇수

리어잇수

핀갯수

작동온도 범위

최대소비전류

압력유지 작동전류

압력감소 작동전류

솔레노이드 코일저항

내부저항

프로트 에어간극

리어에어간극

프론트 잇수

리어잇수

핀갯수

작동온도 범위

최대소비전류

압력유지 작동전류

압력감소 작동전류

솔레노이드 코일저항

내부저항

프로트 에어간극

리어에어간극

프론트 잇수

리어잇수

전자제어 유니트(ECU)

유 압 장 치

휠 속도센서

임펄스 링

고장진단법

진          단

·장착성 재검토 및 장착부위 관

련해서 윈인추적

·충전장치 점검 및 수리

·차체 용접시 EUC 커낵터 분리

·장착부위 검토 및 취급주의

·휠 속도센서 교환

·케이블 상태 점검 및 휠 속도센

서 결함점검(휠 속도센서 표면

및 휠 베어링 )

·휠 속도센서 교환시 포장된 박

스로부터 바로 장착한다.

·장착방법은 속도센서를 밀어 "

딱"하는 소리가 날때까지 밀어

넣는다.

·ABS테스터로 점검 또는 와이어

링 연결 부위 점검한다.

고   장    상   태

·ECU내 수분 침투로 회로가 손상

·고전압으로 과전압 방지용 다이오드

및 전기배선 타버림

·ECU하우징 손상

·규정치 저항값이 나오지 않는다.

·센서로부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

·키이스취이 "ON"위치 있는데도 경고

등이 들어오지 않거나, 주행중에 경

고등이 계속 "ON", "OFF"가된다.

항      목

ECU

속도센서

ABS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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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ABS는 브레이크 제동시의 바퀴 잠금현상을 방지함과 동시
에 가속시 공회전 방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조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서 전자제어유니트, 유압장치, 휠 속
도센서 및 임펄스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부품

브레이크 유압제어
ABS는 차량에는 바퀴의 속도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있는 센
서가 넉클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센서가 전자제어 유니크에
검출속도를 부내면 이 속도를 가지고 계산해서 적정한 유압
을 보내어 바퀴 잠김을 방지한다.

ABS 작동은 아래의 상황리때만 작동한다.
·매우 미끄러운 노면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급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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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신호
1) 페달 진동

   ABS가 작동될때는 ABS장치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와 페딜로부터 전달되는 가벼운 지동을 느낄 수 있는
데 이 진동과 소리는 솔레노이드 밸브내의 압력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ABS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노면상태나 정상운전상태보다 너무
빠르게 운전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2) ABS 경고등과의 관계

   시동후 ABS 경고등이 꺼지면 ABS는 이상이 없다는 신호
이며 경고등이 꺼지지 않더라도 기존 브레이크 장치는 정
상적으로 작동된다.

정비시 주의사항
1) 용접시 ABS ECU를 분리

   차체 어느 부분이라도 용접할 때는 반드시 ABS ECU의
배선 커넥터를 분리시켜 ECU를 보호한다.

2) 배터리선 접속

   배터리선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을 시동할 경우
ECU에 역 전압이 걸려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터리선
을 탈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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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치별 기능
1) 전자제어 유니트(ECU)

   ·휠 속도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바퀴의 속도를 정확하
게 검출하여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 적당한 유압을
휠 실린더로 보낸다.

2) 유압장치

   ·유압장치의 주요부품은 3개의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
이드 밸 브 릴레이, 리턴펌프, 리턴펌프 릴레이 및
어큐뮬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리턴펌프는 압력이 낮아지면 휠 실린더에 나오는 브레이
크액을 어큐물레이터를 통하여 마스터 실린더로 순환시
킨다.

   ·어큐뮬에이터는 압력이 높아질 때 넘치는 브레이크액을
일시적으로 축적시킨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3개의 포트로구성되어 제동시 마스
터 실린더, 휠 실린더 및 리턴 펌프를 연결시켜 준다.

3) 휠 속도센서

   ·임펄스 링을 통하여 바퀴의 속도를 감지하여 ECU로 신
호를 보낸다.

4) 임펄스 링

   ·임펄스 링은 총4개로써 휠 속도센서와 임펄스 링의 에어
간극(Air gap) 사이에서 펄스가 발생하여 바퀴의 속도
를 ECU로 보낸다.

임펄스 링

에어간극(mm)

잇       수

프론트

0.25~1.75

52개

리    어

0.15~1.2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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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장치의 탈거·장착
1) 유압 장치의 하니스 커넥터를 탈거한다.

2)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유압장치의 커버를 탈거한다.

3) 스패너를 사용하여 각 브레이크 파이프를 분리한다.

4) 3개의 마운팅 대퍼 너트를 분리한 다음 유압장치 어셈블릴
르 탈거한다.

5) 유압장치에서 펌프 릴레이를 탈거한다.

6) 유압장치에서 밸브 릴레이를 탈거한다.

7)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8)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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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론트 넉클
2. 프론트 휠 속도센서

휠 속도센서

3. 리어 액슬
4. 리어 휠 속도센서

점    검

1) 휠 속도센서의 내부저항을 점검한다.

1,000±2,000Ω조임토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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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기 사용법
1) ABS2-LED TESTER

ABS테스트는 자동체어 제동장치 (ABS)내에 문제발생시에
ecu를 탈거하고, abs테스터를 연결하여, 각 장치의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데 사용된다. abs테스터로 점검한후 문제
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와이어링에 하니스 연결부위를
재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ecu를 교환한
다.

1. 선택 스위치 6번 설정시의 휠속도 센서측정용 1개
LED표시등과 눈금 게이지

2. 배터리 전압 측정용 1개 LED 표시등
3. 선택 스위치
4. 선택 스위치 1번 설정용 7개 LED표시등
5. 선택 스위치 2번 설정용 2개 LED 표시등
6. 텟,터와 ECU 연결용 케이블 하니스
7. 선택스위치 3번 설정시 모터 릴레이, 펌프 측정용 표

시등과 버튼

8. 밸브 릴레이 작동 표시등
9. (본 장치에는 사용되지 않음)
10. 선택 스위치 5번 설정용 2개 LED표시등
11. 선태 스위치 5번 설정시의 "압력유지"및 "압력

감소"솔레노이드 밸브 기능 작동용 버튼
12. 휠 선택용 스위치
13. 선택 스위치 6번 설정용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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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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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리스트
필요시 복사해서 사용하십시오.

테스트 장소 :

일자 :

차량 명 :

차량번호 :

작업자 이름:

테스트 결과 : 정상(        ) 비정상 (        )

                  비정상일 경우의 결함 유형 :

참고

1. ABS ECU를 분리하기전에 점화스위치를 OFF하다.

2. 테스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3. 테스터 아답터를 ECU 아답터에 연결시킨다.

4. 아래와 같이 하나씩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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