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 및 타이어

1. 일반사항 ............................................................................519

2. 고장진단 및 조치..............................................................520

3. 휠 및 타이어의 구성 ........................................................521

4. 휠 및 타이어의 검사 ........................................................523

5. 스페어 타이어의 탈거 장탁 ............................................526

6. 타이어 마모 원인 분석 ....................................................528

7. 타이어의 분해 조립..........................................................530

휠 및 타이어



휠 및 타이어

알루미늄 휠

7JJ×15

110~130Nm

레이디얼 타이어

P215/75R15 - 30psi

P235/75R15 - 30psi

P255/75R15 - 28psi

1. 일반사항
주요제원

타입

규격

휠 너트 조임토오크

형식

규격 및 적정공기압

휠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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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진단 및 조치
진    단

조정

조정

주기에 맞춰 교환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수정 또는 교환

확인(원인)후 조정

조정

조정

적정적재

원      인

타이어 공기압 불량

휠의 언밸런스

타이어 로테이션 불량

도우-인 불량

휠 베어링 프리로드 조정 불량

브레이크 효과 부정확

타이어 공기압 과소

휠, 타이어의 언밸런스

휠, 타이어의 진동이 크다.

타이어의 편마모

타이어 공기압 과대

저압으로 고속 주행

과적

현   상

타이어의 편마모

로드의 잡음, 자체진동

타이어의 조기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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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휠 너트 ................................... 110~130Nm
2. 알루미늄 휠 디스크
3. 알로이 휠 웨이트 발란스
4. 타이어
5. 프론트 허브캡
6. 리어 허브캡

3. 휠 및 타이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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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얼 타이어 단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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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휠 및 타이어의 검사
검사

1) 타이어의 점검

    타이어의 접지면 트레드부 상태, 이물질 부착이나 균열,
돌 또는 못에 의한 손상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
리 또는 교환한다.

2) 타이어의 마모한계

‘▲’형이 표시된 곳에 살표보면 홈속에 돌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모한계 표시이다.

    스노우 타이어의 마모한계는 일반타이어와 같이 1.6mm
이나  플랫트 홈표시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한   계   치 1.6 mm

3) 런 아웃 점검

휠이나 타이어의 런 아웃이 과대발생시 타이어의 이상마
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이얼 게이지로 휠과 타이어를
측정한다.

    휠의 트래드 접촉면과 타이어 외측의 중심부에서 직경 방
향런 아웃을 측정한다.

 휠의 측면과 타이어의 측면방향 측정

  주의

  규정이상일 경우, 휠이나 타이어를 교환할 것.

전·후륜 정비기준 2.66 mm

전·후륜 정비기준 2.0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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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

    ·타이어 공기압력

    위 공기압은 P235/75R 15 타이어의 경우임.

스틸휠

알루미늄 휠
조임토오크

    ·타이어 접지부의 눌림상태를 보고 공기압을 점검한다.

    주의

· 공기압이 적은채로 운행하면 급회전시 디스크가 벗겨

        질 위험이 있다.

    · 공기압이 많으면 승차감이 나쁘고 타이어 편마모의

        원인이 된다.

5) 휠 밸런스

   · 휠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타이어를 수선할 경우 휠 밸런
스를 다시 확인한다.

   ·총 무게의 150g을 넘으면 휠에 타이어를 타시 끼워 밸런
스를 조정한다.

   ·밸런스 웨이트를 장착하였을 때 휠면에서 3mm이상 돌
출되지 않도록 할 것.

   ·알루미늄 휠에는 규정의 알루미늄 휠 밸런스 웨이트를
사용한다.

80 - 120 Nm

110 - 13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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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미터에는 지시된 숫자와 같은 무게의 추를 백목으로
표시한 바퀴의 내측지점과 180˚회전시킨 위치의 외측지
점에 각각 설치한다.

10g

  ·추의 종류

6) 장착 및 탈거시 유의사항

  ·휠과 허브의 접촉면을 깨끗이 한다.

  ·너트, 볼트에 그리이스나 오일을 도포하지 말것. (이완,
체결력 미약의 원인이 된다.

  ·잭을 사용하여 타이어가 지면에서 3Cm정도 올라가게

     한다.

  ·휠 너트는 그림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2~3회씩 나누어
체결할 것.

20g 30g 40g 50g 60g

0.4 oz 0.7 oz 1.10 oz 1.40 oz 1.80 oz 2.10 oz

조 임 토 오 크 110~13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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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어 마운팅 앵커
2. 스페어 타이어
3. 스페어 타이어 마운팅 핸들
4. 액츄에이터
5. 휠 너트 렌치
6. 휠 너트 렌치 홀더
7. 고정 너트

5. 스페어 타이어의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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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장착
1. 스페어 타이어 핸들 ③을 범퍼위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액

츄에이터 ④에 연결시킨다.

2. 스페어 타이어 핸들 ③에 휠 너트 렌치 ⑤을 끼우고 반시계
방향으로 액츄에어터 체인이 느슨하게 될때까지 돌린다.

주의

스페어 타이어 탈거시 렌치에 과도한 힘이 걸리면 반대 방
향으로 1~2바퀴정도 돌린후 다시 풀어줄것.

장착
1) 타이어 마운팅 앵커 ① 위에 스페어타이어② 의 휠 디스크

를 일치시키고, 휠 고정너트 ⑦를 체결한다.

2) 앵커 후크에 액츄에이터 ④ 체인을 견결한다. 핸들③을 범
퍼위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액츄에이터 ④에 연결시킨다.

3) 핸들 ③에 렌치⑤를 연결하여 타이어가 고정될때까지 시
계방향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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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이어 마모 원인분석
비정상적인 타이어 트래드 마모의 전형적인 예 및 주요원인에 대해서 알아 본다.

     주의

     현가장치 관련부품의 마모, 잘못된 정렬, 휠과 타이어 및 기타 현가 장치에 관련된 결함에 의해 유사한 마모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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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이어의 분해 ·조립
분해

주의

타이어의 분해와 조립은 위험한 작업이므로 훈련된 사람
이 탈착기구를 사용 순서에 의해 실시할 것.

1) 탈착기에 타이어를 놓고 밸브코아를 빼고, 타이어 내의 공
기를 완전히 뺀다.

2) 림을 탈착기에 완전하게 결합하기 위해 탈착기 중앙의 원뿔
모얌 조임쇠를 조인다.

3) 림에 부차된 발러스 웨이트를 제거한다.

4) 규정된 윤활제를 사용하여 양쪽의 림 플랜지와 타이어의
비드를 분리한다.

주의

   부동액, 실리콘, 합성제세 및 석유등은 사용하지 말것.

5) 림으로부터 비드가 분리된 후 림과 비드 사이에 윤활제를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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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착레버를 사용하여 타이어 비드와 림 사이에 넣어 탈착
하는 동안 레버 부위의 타이어를 고정시킨다.

주의

   쇠 파이프나 대용품 바 및 손상된 레버를 사용하지 말것.

7. 탈착레버를 사용하여 반대측의 타이어 비드를 위로 올린
후, 림과 비드사이를 분리시켜 완전히 탈착한다.

점검
1) 림의 찌그러짐 및 손상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시 교환한

다.

주의

     손상된 림, 용접된 림, 땜질에 의해 수리된 림에 타이어를
장착하지 말것.

    타이어를 신품으로 교체할 때는 밸브를 신품으로 교한할
것.

조립
1) 림의 표면에 산화된 고무, 녹, 찌꺼기 등이 묻어 있을 경우

브러시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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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밸브가 있는 곳이 위로 올라오도록 장착기에 림을 장착한
다.

3) 림을 장착기의 중심축에 원뿔모양이 조임쇠로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4) 타이어 양쪽 비드부와 림의 양쪽 플랜지 부위에 윤활제로 도
포한다.

5) 타이어 내부에 이물질이나 혹은 액체 같은 것이 없는지 확
인한 후 타이어를 아래로 누르면서 장착한다.

6) 타이어가 림에 완전히 장착된 상태에서 공기압을 주입한
다.

   주의

   공기압 조절전에 장착기이에서 타이어를 분리하지 말것.

위 공기압은 P235/75R 15타이어의 경우임

규 정 공 기 압 2.1Kg·㎠(30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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