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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1) 시동 스위치를 “OFF”에 놓는다.

2) 커넥팅 (1, 2)와 액셀레이터 케이블(3)의 작동상태를 검사
하고, 필요하면 부품을 교환한다.

3) 드라이버 스프링(4)과 가이드 피스(5) 사이의 엔드 플레이
를 검사한다.

    주의

     기준값에 들지 않을 경우, 조정 스크류(6)를 이용하여 조
정한다.

기    준    값 0.5~1.0mm

4) 커넥팅 로드(1)의 한쪽면을 분리시킨다.

5) 앵글 레버(7)는 아이들 콘트롤(LLR) 액츄에이터의 아이
들 스피드 정지 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6) 커넥팅 로드(1)의 분리된 한쪽면을 연결한다.

    주이

    ·고정 사이즈로 조정할 수 없음

    ·로드의 길이는 볼 소켓의 센터에서 센터까지의 거리임

사  이  즈 144mm

1) 액셀레이터 콘트롤 레버(8)의 롤러(9)는 펄 크럼 레버(10)
와 자유장력이 있어야 한다.

2) 만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커넥팅 로드의 조정스크류(2)를
풀어 슬로티드 게이트 레버(10)의 홈 끝단에 롤러(9)가
자유장력을 가질때까지 조정한 후, 조정 스크류(2)를 완
전히 체결한다.

<엔진에서 아이들 스피드 조정>

주의

조정 가능함.

로드의 길이는 볼 소켓의 센터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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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변속기 콘트롤 압력 케이블(11)이 연결된 상태에서 조
정작업을 시행한다.

4) 슬로티드 게이트 레버(10)의 끝단과 드레그 레버(13)으 ㅣ
끝단이 서로 같은 레벨 위치기 되도록 조정 스크류(12)를
시용하여 조정한다.

<자동변속기 풀 스로틀>

1) 엔진 시동을 끄고, 킥 다운 스위치915)가 정지될때까지 액
셀레이터 페달(14)를 밟는다.

2) 앵글레버(7)는 아디들 스피드 콘트롤(LLR)액츄에이터가
풀 스로틀 스톱 상태가 되도록 움직인다.

3) 만약,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 스크류(화살표)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4) 모든 조정이 끝나면 액셀레이터 케이블(3)으 가이드 피스
(5)에 그리이스를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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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립
2. 커넥션 피팅
3. 아이들 스피트 콘트롤 액츄에이터
4. 호스
5. 액셀레이터 콘트롤 리턴 스프링
6. 커넥팅 로드
7. 볼트 ............................................... 10Nm
8. 가스켓 ...............................................교환
9. 아이들 스피드 콘트롤 액츄에이터 커넥터

2. 아이들 스피드 콘트롤(LLR) 액츄에이터
선행작업 : 에어클리너 크로스 파이프 탈거(09-03)

               상부 흡기 매니 폴드 탈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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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장착

조임토오크 10 Nm

1) 아이들 스피드 콘트롤 액유에이터의 커넥터(9)를 분리시
킨다.

2) 퍼지 캐니스터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호스(화살표)를 분리
한다.

3) 클립(1)을 풀어낸다.

4) 커넥션 피팅(2)를 탈거한다.

   주의

   장착시 조심스럽게 조립할 것.

5) 액셀레이터 콘트롤의 리턴 스프링(5)을 떼어낸다.

6) 커넥팅 로드(6)의 한쪽면을 탈거한다.

7) 볼트(7)를 풀어내고, 아이들 스피트 콘트롤 액츄에이터(3)
를 탈거한다.

    장착시

8)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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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도

1. 조정 레버
2. 프리 러닝
3. 스로틀 밸브
4. 스프링
5. 드라이브 샤프트
6. 드로틀 샤프트 리얼 밸브(포텐티오메터)

7. 드라이브 리얼 밸브(포테티오메터)
8. 아이들 러닝 접촉스위치
9. 콘트롤 모터
10. 드로틀 샤프트
11. 모터 스그면트 기어

기   능

엔진 RPM 저하시 (냉각수온 낮을때) 또는 전기부하 작동시
에 EUC는 아이들 러닝 접촉 스위치 및 2개의 포텐티오메
터로부터 드로틀 밸브 각도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ECU는 콘트롤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드로틀 밸브를 오픈(최
대 8도) 시켜 엔진 RPM을 증가시켜 아이들  RPM을 안
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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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정비
1) ECU에 접촉박스를 연결시킨다.

2) 이그니션 스위치 ON 상태에서, ecu 단자 50, 62번을 점검
하여 공회전 조절기의 공급전압을 검사한다.탈거한다.

3) 엔진 아디들링 상태에서, ECU 단자 50, 51번을 점검하여
액츄얼 밸브 포텐티오메터 드라이브의 시그널 전압을 검
사한다.

4) 이그니션을 OFF시키고 ECU 2번 커플링을 분리시킨 상
태에서 커플링의 단자 50, 51번을 점검하여 ,액츄얼 밸브
포텐티오메터 드라이브 저항값을 검사한다.

5) 이그니션 ON상태에서, ECU 단자 50, 83번을 점검하여
액츄얼 밸브 포텐티오메터 드로틀 밸브의 전압을 검사한
다.

기   준   값 4.7~5.3V

기   준   값 3.0~4.2V

기   준   값 1.2~1.6KΩ

기   준   값
아이들시>4V

폴 드로틀시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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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그니션 스위치 OFF에서 ECU 2번 커플링을 분리시키
고, 커플링 단자 50, 83번 점검하여 액유철 밸브 포텐티오
메터 드로틀 밸브의 저항값을 검사한다.

7)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시키고, ECU단자 66, 78번을 점
검하여 아이들 스피드 접촉스위치의 시그널 전압을 검사
한다.

8) 엔진 아이들링 상태에서, ECU 단자 48, 70번을 점검하여
서보모터의 작동전압을 검사한다.

    주의

    기준값이 맞이 않을 경우, 와이어링 커넥터 및 ECU를 점
검한다.

기   준   값
아이들시 2.3~3.0KΩ

폴 드로틀시 1.5~2.2KΩ

기   준   값
아이들시 < 3V

폴 드로틀시 > 10V

기   준   값 1.6~3.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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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셀레이터 페달 레버의 탈거 ·장착

1. 액셀레이터 콘트롤 케이블
2. 페달 패드 ........................................... 교환
3. 리턴 스프링
4. 리턴 스톱 패드
5. 너트
6. 액셀레이터 패달 레버
7. 액셀레이터 마운팅 브라켓

탈거 ·장착
1) 액셀레이터 마운팅 브라켓(7)에서 너트(5)를 풀어낸다.

2) 리턴 스프링(3)을 페달 레버(6)와 마운팅 브라켓(7)으로부
터 탈거한다.

3) 액셀레이터 콘트롤 케이블(1)의 조정너트를 풀어낸후, 액
셀레이터 페달 레버(6)를 탈거한다.

4)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액셀레이터 콘트롤

4.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탈거 ·장착

1. 가이드 피스
2. 슬로티드 게이트 레버
3. 너트
4. 액셀레이터 콘트롤 레버브라켓
5. 액셀레이터 케이블
6. 조정 너트
7. 너트
8. 액셀레이터 콘트롤 케이블 마운팅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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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 장착
1) 조정 너트(6)와 너트(3)와 풀어내고, 케이블을 느슨하게

한다.

2) 가이드 피스(1)에서 플라스틱 니플를 분리시키고, 슬로티
드 게이트 레버(2) 홈 안쪽으로 액셀레이터 케이블을  빼
낸다.

3) 차량 실내의 너트(7)를 풀어낸후, 페달 레버로부터 케이블
을 분리시킨다.

4) 액셀레이터 콘트롤 케이블 마운팅 브라켓(8)의 고정 너트
를 풀어낸 후, 액셀레이터 케이블(5)를 탈거한다.

    장착시

5)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6) 액셀레이터 콘트롤를 조정한다.(30-01)

조임토오크 6.2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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