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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5A

일반사항 및 작동원리
스티어링 휠과 컬럼
스티어링 휠과 컬럼은 조향기능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면 충돌시 스티어링 휠에 의해 운전자의 가슴에 가해
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면 충격시 스티어링 컬
럼 어퍼 브라켓ⓐ, 스티어링 컬럼ⓑ 및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가 접히거나 이탈되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

a

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스티어링 컬럼에 점화스위치 및 로크 실린더가

c

장착되어 있어 점화스위치를 LOCK에 위치시키고 키이

b

를 빼내면 컬럼에 장착된 로크 실린더가 잠겨 조향기능
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차량 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D105A001

규정사항
제원
항목
스티어링 휠

외경

단위

내용

에어백 미장착

mm

370

에어백 장착

mm

380

mm

-20~20

자유유격 (엔진 정지시)

조임토오크
항목

Kg·cm

N·m

스티어링 휠 너트

230~330

23~33

스티어링 컬럼 어퍼 너트

180~260

18~26

스티어링 컬럼 로어 너트

180~260

18~26

인텀샤프트 어퍼 핀치 볼트

210~290

21~29

인텀샤프트 로어 핀치 볼트

210~290

21~29

70~90

7~9

인텀샤프트 커버 너트

5A - 2

스티어링 휠, 컬럼 및 인텀샤프트

특수공구

DW 310-010
스티어링 휠 탈거공구

D105A101

고장진단
고장진단 일반
상태

추정원인

조치사항

스티어링 휠 작동시

스티어링 컬럼 고정 너트의 풀림 또는 조임불량

너트 재조임

이음

스티어링 컬럼 얼라인먼트 스페이서의 마모 또는 손상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교환

스티어링 샤프트 베어링의 마모 또는 손상

스티어링 컬럼 교환

인텀샤프트 핀치 볼트의 풀림 또는 조임불량

볼트 재조임

스티어링 휠 조향력

스티어링 컬럼 얼라인먼트 스페이서의 조립불량

얼라인먼트 스페이서 재조립

과다

스티어링 샤프트 베어링의 마모 또는 손상

스티어링 컬럼 교환

점화스위치가 잘돌아 로크 실린더 내부결함

스티어링 컬럼 교환

가지 않음

점화스위치 내부결함

점화스위치 교환

점화장치 작동불량

점화스위치 내부결함

점화스위치 교환

점화스위치 컨넥터 접속불량

점화스위치 컨넥터 재접속

방향지시등 점등불량 방향지시등 스위치 내부결함

와이퍼 작동불량

방향지시등 스위치 교환

방향지시등 스위치 컨넥터 접속불량

방향지시등 스위치 컨넥터 재접속

와이퍼 스위치 내부결함

와이퍼 스위치 교환

와이퍼 스위치 컨넥터 접속불량

와이퍼 스위치 컨넥터 재접속

5A - 3

단원 5A

주요 점검/조정
스티어링 휠 자유유격
1. 스티어링 휠 자유유격 점검
① 스티어링 휠을 직진방향 위치에 둔 상태에서 엔
진

시동을 끈다.

을 좌우로 가볍게 돌려 유격을 점검한다.
1
2

규정값

스티어링 휠 자유유격

-20~20mm

2. 스티어링 휠 유격 과다 원인
① 인텀샤프트 마모

② 스티어링 휠에 저항이 느껴질때까지 스티어링 휠

20mm

항목

②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의 마모
③ 스티어링 기어의 부적절한 프리로드
3. 스티어링 휠 자유유격 조정

20mm

2

①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및 스티어링 기어와 인텀샤프
트간의 유격을 점검하여 수리 또는 교환한다.
② 프론트 휠의 흔들림을 점검하여, 프론트 휠 베어
링의 유격이 정상이라면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
트의 마모상태를 점검하여 수리 또는 교환한다.
③ 스티어링 기어 랙과 피니언 사이의 기어 유격 과
다 여부를 점검하여 스티어링 기어 프리로드 조정
D105A102

5A - 4

또는 교환한다.

스티어링 휠, 컬럼 및 인텀샤프트

구성부품도
스티어링 휠, 컬럼 및 인텀샤프트
1
4
2

5
3

8

17

14 13
1110
12
15
11
16

7
6

25
18

20

19
9
26
21
24
23
22
27

22

D105A401

1. 혼캡 (에어백 모듈)

10. 리테이닝 링

19. 점화스위치

2. 스티어링 휠 너트

11. 스러스트 와셔

20. 스티어링 록 하우징 어셈블리

3. 록킹 플레이트

12. 스프링

21.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4. 스티어링 휠

13. 스위치 하우징

22. 핀치 볼트

5. 스티어링 컬럼 어퍼 커버

14. 쉐어 볼트

23. 인텀샤프트

6. 스티어링 컬럼 로어 커버

15. 서포트 볼트

24. 인텀샤프트 커버

7. 방향지시등 스위치

16. 스티어링 컬럼 하우징

25. 스티어링 컬럼 어퍼 너트

8. 와이퍼 스위치

17. 스티어링 컬럼 자켓

26. 스티어링 컬럼 로어 너트

9. 스티어링 컬럼 어셈블리

18. 점화스위치 리테이닝 스크류

27. 인텀샤프트 커버 너트

5A - 5

단원 5A

실차정비
2

스티어링 휠
탈거순서
1. 에어백 모듈을 탈거한다.
(에어백 장착차량 : 단원10B. 실차정비 내용참조)

4
1

2.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다.
① 혼 캡을 탈거한다. (에어백 미장착차량)

3

② 구부러져 있는 록킹 플레이트를 편다.
D105A501

③ 너트를 푼다.
④ 록킹 플레이트를 탈거한다.
⑤ 정확한 장착을 위하여 스티어링 휠과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가 마주하는 한 곳에 표시를 한다.
⑥ 특수공구로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다.
주의 : 스티어링 휠 탈거시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상단이 충격을 받지않도록 주의한다.

5

DW 310-010

6
D105A502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와 스티어링 휠의 표시부
위를 일치시킨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장착한다.
2. 스티어링 휠 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230~330Kg•cm
D105A503

스티어링 컬럼 커버
탈거순서
1. 스크류(5개)를 풀고 스티어링 컬럼 로어 및 어퍼 커
버를 탈거한다.

D105A504

5A - 6

스티어링 휠, 컬럼 및 인텀샤프트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D105A505

방향지시등 스위치 또는 와이퍼 스위치
탈거순서
1.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한다.
1

2. 스티어링 컬럼 커버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3.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탈거한다.
① 양쪽의 록크 부위를 누른상태로 스위치 하우징에
서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분리한다.

2

② 배선컨넥터(2곳)를 분리한다.

2
D105A506

4. 와이퍼 스위치를 탈거한다.
① 양쪽의 록크 부위를 누른상태로 스위치 하우징에
서 와이퍼 스위치를 분리한다.
②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2
1

D105A507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D105A508

5A - 7

단원 5A

점화스위치
탈거순서
1.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한다.
2.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다.

1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3. 점화스위치를 탈거한다.
2

①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② 스크류를 푼다.

D105A509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D105A510

키이 실린더
탈거순서
1.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1

2. 키이 실린더를 탈거한다.
① 키이를 돌려 스티어링 컬럼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
② 핀을 키이 실린더의 홀에 삽입하고 민다.

2
D105A511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키이 실린더에 키이를 삽입하고“Ⅰ”
에 위치시
킨 상태에서 장착한다.

D105A512

5A - 8

스티어링 휠, 컬럼 및 인텀샤프트

스위치 하우징
1

탈거순서
1.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2. 방향지시등 및 와이퍼 스위치를 탈거한다.
2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3. 스위치 하우징을 탈거한다.
① 혼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② 스크류를 푼다.

D105A513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D105A514

스티어링 컬럼 어셈블리
탈거순서
1.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2. 방향지시등 스위치 및 와이퍼 스위치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3. 스위치 하우징을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3

1

4. 점화스위치를 탈거한다.

2
D105A515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5. 키이 실린더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6. 스티어링 컬럼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① 한 곳에 표시를 한다.
② 인텀샤프트 핀치 볼트를 푼다.
③ 스티어링 컬럼 로어 너트를 푼다.
④ 스티어링 컬럼 어퍼 너트를 푼다.

4
1
D105A516

5A - 9

단원 5A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인텀샤프트와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간의 표시
b

부위를 일치시킨 상태에서 인텀샤프트에 스티어링

180~260Kg•cm

컬럼 샤프트를 삽입한다.
2. 너트 및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인텀샤프트 핀치 볼트
ⓑ 스티어링 컬럼 로어 너트
a

210~290Kg•cm

ⓒ 스티어링 컬럼 어퍼 너트

D105A517

c

180~260Kg•cm
D105A518

인텀샤프트 커버 및 인텀샤프트
탈거순서
1

1. 인텀샤프트 커버를 탈거한다.
① 너트를 푼다.
② 커버를 탈거한다.

2

D105A519

2. 인텀샤프트를 탈거한다.
① 정확한 장착을 위하여 인텀샤프트와 스티어링 컬
럼 샤프트가 마주하는 한 곳에 표시를 한다.
2

② 인텀샤프트 어퍼 핀치 볼트를 푼다.
③ 인텀샤프트 로어 핀치 볼트를 푼다.

1

3
D105A520

5A - 10

스티어링 휠, 컬럼 및 인텀샤프트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주 : 인텀샤프트 로어 핀치 볼트를 조일 때 볼트가
210~290Kg•cm

b

홈에 정확히 장착되도록 한다.
ⓐ 인텀샤프트 로어 핀치 볼트

a

210~290Kg•cm

ⓑ 인텀샤프트 어퍼 핀치 볼트

D105A521

3. 인텀샤프트 커버 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70~90Kg•cm

D105A522

5A - 11

단품수리
1
2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3

분해순서

4

1. 차량에서 스티어링 컬럼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주의 : 스티어링 컬럼 및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가
충격을 받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충격을 받
게되면 차량정면 충돌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D105A701

프라스틱 슬리브가 파손될 수 있다.
2. 스티어링 컬럼에서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를 탈거한
다.

5

① 리테이너 링을 탈거한다.
② 스러스트 와셔를 탈거한다.
③ 스프링을 탈거한다.
④ 스러스트 와셔를 탈거한다.
⑤ 얼라인먼트 스페이서 고정상태를 해제한다.

6

⑥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를 위해서 아래로 강하게 민
다.
D105A702

D105A703

조립순서
1.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한다.
주 : 얼라인먼트 스페이서를 스티어링 컬럼 자켓에
쉽게 장착되도록 얼라인먼트 스페이서가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하단에 위치시킨다.
주 : 얼라인먼트 스페이서의 고정부위를 스티어링
컬럼의 홈에 위치시킨다.

D105A704

5A - 12

단원 5B.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목 차
일반사항 및 작동원리 -------------------------- 5B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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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랙 &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 -------------------- 5B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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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 1

단원 5B

일반사항 및 작동원리
랙 &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

이 형식은 피니언 기어의 회전운동을 랙 기어가 직선

스티어링 기어는 기어의 형식에 따라 랙 & 피니언
형식, 볼 너트 형식, 웜 섹터 형식, 웜 섹터 롤러 형식

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기어장치이다.
랙의 직선운동은 타이로드를 걸쳐 타이로드 엔드에
전달되고 타이로드 엔드에 연결되어있는 스티어링 넉클

및 웜 핀 형식으로 구분한다.
본 차량은 승용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랙 & 피

에 의해 바퀴를 움직인다.

니언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규정사항
제원
항목
스티어링 기어

형식
랙 게인*
랙 스트로크*
조향각

랙

직진도(휨 한계)

그리스

사양

록 타이트

단위

내용

-

랙 & 피니언

mm/rev

33

mm

STD* : 142

175* : 132

내측

°

STD* : 38~42

175* : 34.7~38.7

외측

°

STD* : 31.6~35.6

175* : 29.1~33.1

mm

최대 1

랙 기어

-

POLYUREAS

볼 조인트

-

SYNTHETICS OILS & LI SOAPS

-

DAC SPEC ADHESIVE SEALENT #520414

사양

※ 랙 게인* :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를 한바퀴 돌렸을 때 움직이는 랙 기어의 이동거리
랙 스트로크* : 랙 기어가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거리를 합한 값
STD* : 표준 장착사양(145, 155)의 타이어
175* : 옵션 장착사양의 타이어 규격

조임토오크
항목

Kg·cm

N·m

타이로드 엔드 캐슬너트

350~550

35~55

타이로드 엔드 로크너트

350~550

35~55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

500~660

50~66

800~1,200

80~120

400~600

40~60

타이로드
피니언 플러그
피니언 프리로드
5B - 2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특수공구

KM 507-B
타이로드 엔드 분리공구

D105B101

고장진단
고장진단 일반
상태

추정원인

조치사항

스티어링 휠 조향력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의 마모, 손상 또는 고착

타이로드 엔드 교환

과다

스티어링 기어 내부 결함

스티어링 기어 교환

스티어링 기어 프리로드 불량

프리로드 조정

타이로드 엔드 부트 손상으로 이물질 유입

타이로드 엔드 부트 교환

스티어링 휠이 한쪽

타이로드 손상

타이로드 교환

으로 치우침

스티어링 기어 내부 결함

스티어링 기어 교환

스티어링 휠 유격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의 마모 또는 손상

타이로드 엔드 교환

과다

스티어링 기어 프리로드 불량

프리로드 조정

플렉시블 조인트의 마모

인텀샤프트 교환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 풀림

볼트 재조임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의 이완 또는 손상

타이로드 엔드 교환

타이로드 엔드 캐슬너트 풀림

너트 재조임

이음

5B - 3

단원 5B

고장진단
주요 점검/조정
70％이상 복원되면 스티어링 휠의 복원력은 정상이

직진방향 위치점검
스티어링 기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스티어링 기어가 정확하게 직진방향으로 위치에 있는지
를 반드시 점검한다.

다.
3. 복원력이 정상이 아니라면 타이어의 공기압 및 스
티어링 기어 프리로드 및 스티어링 기어의 이상 여

1. 지면이 평평한 곳에 차량을 주차시킨다.

부를 점검하여 결함원인을 수리한다.

2. 스티어링 휠을 직진방향에 위치시킨다.
3. 지면에 프론트 타이어의 중앙선을 표시한다.
3. 스티어링 휠을 좌 또는 우로 끝까지 돌린후, 지면에
타이어의 새로운 중앙선을 표시한다.

앞

1. 타이로드 엔드 또는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를 10회
정도 회전시킨다.

4. 기존 중앙선과 새로운 중앙선과의 각을 측정한다.

외측각

타이로드 엔드 또는 타이로드 회전저항 점검

2. 스프링 저울로 타이로드 엔드 또는 타이로드 볼 조

내측각

D105B301

D105B302

항목

타이어규격

규정값

항목

규정값

내측각

145, 155

38°
~42°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

5~35Kg·cm

175

34.7°
~38.7°

타이로드 볼 조인트

5~35Kg·cm

145, 155

31.6°
~35.6°

175

29.1°
~33.1°

외측각

5. 측정값이 규정값에 들지 않았다면 스티어링 휠, 스티
어링 컬럼 샤프트 또는 스티어링 기어의 조립불량
을 점검하여 결함원인을 수리한다.

인트의 회전저항을 측정한다.

3. 측정값이 규정값보다 과다하면 타이로드 엔드 또는
스티어링 기어를 교환한다.
4. 측정값이 규정값보다 과소할 경우 타이로드 엔드
또는 타이로드 볼 조인트의 회전이 부드럽고 이음

스티어링 휠 복원력
1. 스티어링 휠을 회전시켰다가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힘이 천천히 돌릴 때나 빨리 돌릴 때나 좌우측이

이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
5. 단, 타이로드 엔드의 볼 조인트 및 타이로드가 저절
로 처질 경우에는 교환한다.

동일한지를 점검한다.
2. 차량을 한적한 도로에서 저속주행하면서 스티어링 휠
을 90°회전시켜 1～2초 정도 잡고 있다가 놓았을 때

5B - 4

스티어링 기어 프리로드 조정
1. 스티어링 휠을 직진방향에 위치시킨다.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4. 토오크가 과소 또는 과다할 경우에는 규정토오크로
조정한다.
•랙 기어를 중앙위치에 놓는다.
•조정 플러그를 950Kg·cm로 조인다.
•피니언 기어를 돌려 랙 기어를 좌우 끝까지 5회
정도 돌린다.
•랙 기어를 다시 중앙위치에 놓는다.
•조정 플러그를 푼다.
D105B303

2. 차량을 리프트로 안전하게 지지하고 들어올린다.
3. 조정 플러그의 토오크를 측정한다.

•조정 플러그를 80Kg·cm로 조인다.
•조정 플러그를 0°
~90°
까지 풀어주면서 토오크가
8~13Kg·cm이 되도록 한다.

5B - 5

단원 5B

구성부품도
랙 &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

3
4
5

6

7
8
9

10
11

17

13
14

18

12

19
15
21

20
22 23 24

16
2

13
11
16
10
2

3
4
9
8

7

6

5

D105B401

1.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9. 랙 & 피니언 부트 와이어 클램프

17. 패킹

2.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10. 타이로드

18. 더스트 커버

3. 코터 핀

11. 쇼크 댐퍼 링

19. 피니언 플러그

4. 캐슬너트

12. 스티어링 랙 기어

20.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

5. 타이로드 엔드

13. 벌크헤드 리테이너

21. 롤러 베어링

6. 타이로드 엔드 로크너트

14. 벌크헤드 부싱

22. 랙 베어링

7. 랙 & 피니언 부트 클램프

15. 스티어링 기어 하우징

23. 조정 스프링

8. 랙 & 피니언 부트

16.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부싱

24. 조정 플러그

5B - 6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실차정비
타이로드 엔드
탈거순서

1

1. 타이어를 탈거한다.
(단원6A. 실차정비 내용참조)
2. 넉클에서 타이로드 엔드를 분리한다.

2

① 코터 핀을 탈거한다.
② 캐슬너트를 푼다.

3

KM 507-B

D105B501

③ 특수공구로 타이로드 엔드를 분리한다.
3. 타이로드 엔드를 탈거한다.
① 타이로드, 타이로드 엔드 로크너트 및 타이로드
엔드의 동일위치 한 곳에 정렬표시를 한다.

1

주 : 정렬표시는 타이로드 엔드 탈장착시 토우 인
의 변동없이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② 타이로드 엔드 로크너트를 역방향으로 약간만
푼다.
③ 타이로드 엔드를 푼다.

D105B502

2

3
D105B503

350~550Kg•cm

▣ 장착순서

a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캐슬너트
ⓑ 타이로드 엔드 로크너트
b

350~550Kg•cm

3. 필요시, 토우 인을 점검한다.

D105B504

5B - 7

단원 5B

랙 & 피니언 부트
탈거순서
1. 타이로드 엔드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2. 타이로드 엔드 로크너트ⓐ를 푼다.
a

D105B505

3. 랙 & 피니언 부트를 탈거한다.
① 부트 클램프를 탈거한다.
② 부트 와이어 클램프를 절단하여 탈거한다.

2

1

③ 부트가 쉽게 빠지도록 타이로드 상에 그리스를
약간 바른다.
④ 부트를 약간 비틀어 주면서 탈거한다.

D105B506

4
3

D105B507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D105B508

5B - 8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랙 &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 세트
탈거순서
1. 인텀샤프트 로어 핀치 볼트를 푼다.
1

(단원5A. 실차정비 내용참조)
3. 스티어링 넉클에서 타이로드 엔드를 분리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4. 프론트 배기 파이프 너트를 푼다.

2

(단원2G. 실차정비 내용참조)
5. 차량에서 스티어링 기어 세트를 탈거한다.
D105B509

①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를 푼다.
②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을 탈거한다.
• 스티어링 기어를 조수석쪽으로 이동시켜 스티
어링 기어 운전석쪽이 언더바디 구멍에서 빠져

3

나오게 한 뒤, 차량에서 스티어링 기어를 탈거
한다.
③ 패킹을 탈거한다.

D105B510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4개)를 규정토오크로 조
인다.
500~660Kg•cm

D105B511

5B - 9

단원 5B

단품수리

a

타이로드 엔드 부트
분해순서
1. 타이로드 엔드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2. 타이로드 엔드 부트ⓐ를 탈거한다.
D105B701

조립순서
1.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한다.
주 : 새로운 그리스를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와
부트내에 도포한다.

D105B702

랙 &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
분해순서
1. 랙 & 피니언 기어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2. 랙 & 피니언 부트를 탈거한다.
4

2
3

① 타이로드 엔드를 탈거한다.
1

D105B703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② 타이로드 엔드 로크너트를 푼다.
③ 부트 클램프를 탈거한다.
④ 부트 와이어 클램프를 절단하여 탈거한다.
⑤ 부트가 쉽게 빠지도록 타이로드 상에 그리스를
약간 바른다.

5

6

D105B704

5B - 10

⑥ 부트를 약간 비틀어 주면서 탈거한다.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3. 타이로드를 탈거한다.
① 피니언 기어를 돌려 스티어링 기어 하우징에서
1

랙 기어를 최대한 빼낸다.
② 타이로드 볼 조인트에서 쇼크 댐퍼 링을 분리
한다.
③ 바이스로 랙 기어를 고정시킨다.
주 : 랙을 헝겁등과 같은 것으로 보호한 후에 바이
스에 물린다.
2

D105B705

주의 : 바이스에 랙 기어가 2개 이상 물리지 않도
록 한다.
④ 타이로드를 풀어서 탈거한다.
⑤ 쇼크 댐퍼 링을 탈거한다.

4
3

;;
;;
;;

D105B706

5

4
D105B707

4. 랙 베어링을 탈거한다.
① 조정 플러그를 푼다.
② 조정 스프링을 탈거한다.

2
1
D105B708

5B - 11

단원 5B

1

5.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를 탈거한다.
① 더스트 커버를 탈거한다.

2

② 피니언 플러그를 푼다.
주 : 한 번 탈거된 피니언 플러그는 재사용치 않는
다.
③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를 탈거한다.

D105B709

3

D105B710

a

6. 랙 기어ⓐ를 스티어링 기어 운전석쪽으로 천천히 빼
낸다.
주의 : 랙 기어를 탈장착시 스티어링 기어 하우징
(조수석쪽) 내부에 있는 벌크 헤드가 랙 기어에 의
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운전석쪽으로 랙 기
어를 탈거한다.
D105B711

3

2
4

점검순서
1. 랙 기어 변형 및 기어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① 평평한 정반위에 V-블럭을 설치한다.
1

② V-블럭 위에 랙 기어를 올려놓는다.
③ 다이얼 게이지로 랙 기어의 직진도를 측정한다.
D105B712

5B - 12

④ 랙 기어의 이상 마모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2.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① 피니언 기어의 이상 마모 및 손상 여부를 점검
한다.
② 베어링의 헐거움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다.
2

1
D105B713

3. 타이로드 엔드 및 랙 & 피니언 부트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① 타이로드 엔드 부트의 균열 및 이상 마모를 점검
한다.

1
2

② 랙 & 피니언 부트의 균열 및 이상 마모를 점검
한다.

D105B714

4. 스티어링 기어 하우징ⓐ의 균열, 찌그러짐 및 비정
상적인 마모 여부를 점검한다.
a

D105B715

5. 타이로드 엔드 및 타이로드 볼 조인트의 손상 여
부를 점검한다.
①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1

② 타이로드 볼 조인트의 정상 작동 및 타이로드

2

자중에 의한 타이로드의 처짐 여부를 점검한다.
6. 점검후 규정값을 벗어나거나 결함이 발생된 모든
부품은 신품으로 교환한다.
D105B716

5B - 13

단원 5B
조립순서
주의 : 모든 회전, 접촉 및 마찰부위에는 반드시 그리
스를 도포한다.

1

1. 탈거된 모든 부품을 깨끗이 닦는다.
2

2. 랙 기어를 장착한다.
① 랙 기어에 그리스를 도포한다.
② 랙을 스티어링 기어 운전석쪽으로부터 조심스
럽게 밀어넣는다

D105B717

3.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를 장착한다.
① 랙을 중앙위치에 놓는다.

4

•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에 그리스를 도포한다.
2

•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가 장착되는 스티어링 기
어 하우징 부위에 그리스를 도포한다.

3

400~600Kg•cm
1

②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를 장착한다.
• 피니언 플러그에 록 타이트를 바른다.
③ 피니언 플러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④ 더스트 커버를 장착한다.

D105B718

4. 랙 베어링을 장착한다.
• 랙 베어링에 그리스를 도포한다.
① 랙 베어링을 장착한다.
② 조정 스프링을 장착한다.
③ 조정 플러그를 약간만 조인다.

1
2
3

D105B719

5. 타이로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1

;;;;
;;;;
;;;;
;;;;

① 랙 기어에 쇼크 댐퍼 링을 장착한다.
② 바이스로 랙 기어를 고정시킨다.

2

주 : 랙을 헝겁등과 같은 것으로 보호한 후에 바이

;;
;;
;;

스에 물린다.
주의 : 바이스에 랙 기어가 2개 이상 물리지 않도
a

800~1,200Kg•cm

록 한다.
• 타이로드의 나사산에 록 타이트를 바른다.
ⓐ 타이로드

D105B720

5B - 14

매뉴얼 스티어링 기어
6. 타이로드 볼 조인트에 쇼크 댐퍼 링ⓐ을 장착한다.
• 타이로드 볼 조인트에 그리스를 도포한다.

a

D105B721

7. 랙 & 피니언 부트를 장착한다.
① 부트를 장착한다.
② 부트 와이어 클램프를 장착한다.
③ 부트 클램프를 장착한다.
2

1

8. 타이로드 엔드를 장착한다.

3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9. 랙 &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 세트를 차량에 장착
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D105B722

10. 스티어링 기어 프리로드를 조정한다.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5B - 15

5B - 16

단원 5C. 파워 스티어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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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5C

일반사항 및 작동원리
파워 스티어링 장치 개요
고급 승용차, 대형 승용차 그리고 조향축이 무거운 자
동차들(특히, 전륜 구동차량)은 전륜의 저항이 증대되어
조향에 큰 조작력을 필요로 한다.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 오일을 공급하여 주고 파워 스
티어링 기어에서 오일을 회수 받는다.

따라서 조향장치의 기계적 구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

탱크의 오일수준은 스티어링 휠의 위치에 따라 변화

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통의 기어비를 이용하면서 조

됨으로 스티어링 휠이 직진방향(중립)에 있을 때를 기

작력을 낮추기 위해 조향장치에 동력원을 장착하여 발생

준으로 한다.

되는 동력으로 조향력을 삼는 파워 스티어링 장치를 사
용한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는 펌프, 오일탱크 및 랙 & 피니
언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 스티어링 펌프는 베인 타입으로 엔진 구동력을

파워 스티어링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화학적, 물리적 요
구조건은 거의같다.

받아 파워 스티어링 장치 작동을 위한 유압을 공급해

오일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

주며 압력 릴리프 밸브로 유압을 조절하여 펌프의 토출

화가 적고, 부식 및 변질이 안되고, 비등점이 높고, 유동

압력을 제어한다.

점이 낮아야 한다.

랙 & 피니언 기어에는 로터리 컨트롤 밸브가 있어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서 공급되는 오일을 랙 피스톤의
한쪽 또는 다른 한쪽으로 흐르게 한다.
랙에 장착되어 있는 일체식 랙 피스톤은 유압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 랙을 좌우 방향으로 작동케한다.
랙의 작동력은 타이로드와 타이로드 엔드를 걸쳐 스
티어링 넉클에 전달되어 휠을 회전시킨다.
만일 유압이 형성되지 않으면 수동으로 조향할 수 있
으나 많은 조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는 매뉴얼 스티어링과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의
작동력이 피니언에 전달되고 피니언의 운동은 랙의 치
차와 결합되어 있는 피니언 치차를 통해 전달되어 랙을
움직이게 한다.

파워 스티어링 펌프
파워 스티어링 펌프는 엔진동력을 벨트로 받아 작동
되며 베인, 로터리 및 슬리퍼 형식의 펌프가 있다.
본 차량은 베인형식의 오일펌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형식은 유량 컨트롤 밸브와 압력 릴리프 밸브를 통
하여 파워 스티어링 장치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오일압
력과 유량을 형성시킨다.
유량 컨트롤 밸브는 과잉토출되는 오일양을 조정하며,
압력 릴리프 밸브는 스티어링 휠의 고정 또는 오일회로
가 막힐때 파워 스티어링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과압력
이 걸린 오일을 오일탱크로 반송시켜 항상 일정유압을
5C - 2

파워 스티어링 기어
파워 스티어링 기어는 크게 파워 실린더 및 컨트롤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 실린더는 실린더, 피스톤 및 피스톤 로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컨트롤 밸브에 의해 피스톤 좌우의 실린더
로 공급되어지는 오일에 의해 피스톤이 좌우로 움직여
스티어링 휠의 조작력을 돕는다.
컨트롤 밸브는 파워 실린더의 작동방향과 작동을 조
정하는 부분이다.
또한 유압회로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수동으로 조
향이 가능하도록 안전 체크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

규정사항
제원
항목
스티어링 기어

형식
랙 게인*
랙 스트로크*
조향각

스티어링 펌프

스티어링 오일

단위

내용

-

랙 & 피니언

mm/rev

44.5

mm

STD* : 142

175* : 132

내측

°

STD* : 38~42

175* : 34.7~38.7

외측

°

STD* : 31.6~35.6

175* : 29.1~33.1

형식

-

베인

토출량

cc/rev

5.9

릴리프 밸브 압력

Kg/cm2

53~58

형식

-

용량

L

랙

직진도(휨 한계)

그리스

사양

DEXRON-Ⅱ 또는 DEXRON-Ⅲ
1.0
mm

최대 1

랙 기어

-

POLYUREAS

볼 조인트

-

SYNTHETICS OILS & LI SOAPS

※ 랙 게인* :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를 한바퀴 돌렸을 때 움직이는 랙 기어의 이동거리
랙 스트로크* : 랙 기어가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거리를 합한 값
STD* : 표준 장착사양(145, 155)의 타이어
175* : 옵션 장착사양의 타이어 규격

조임토오크
항목

Kg·cm

N·m

파워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

500~660

50~66

파워 스티어링 펌프 볼트

200~240

20~24

파워 스티어링 펌프 프론트 브라켓 볼트

200~240

20~24

파워 스티어링 펌프 프론트 브라켓 조정 볼트

180~220

18~22

파워 스티어링 펌프 리어 브라켓 어퍼 볼트

350~450

35~45

파워 스티어링 펌프 리어 브라켓 로어 볼트

200~240

20~24

파워 스티어링 펌프 리어 브라켓 조정 볼트

200~240

20~24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 너트

550~690

55~69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스위치

170~230

17~23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 파이프 핏팅(펌프쪽)

210~350

21~35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 파이프 핏팅(기어쪽)

210~350

21~35
5C - 3

단원 5C

조임토오크 (내용계속)
항 목

Kg·cm

N·m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턴라인 핏팅(기어쪽)

210~350

21~35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라인 클램프 너트

70~90

7~9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턴라인 클램프 너트

70~90

7~9

파워 스티어링 기어 피니언 너트

400~500

40~50

파워 스티어링 기어 피니언 더스트 커버

450~550

45~55

파워 스티어링 기어 유압라인 핏팅

250~350

25~35

파워 스티어링 기어 조정 플러그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특수공구

DW 310-020

DW 310-030

파워 스티어링 풀리

압력점검 게이지 키트

탈거 홀더

D105C102

D105C101

회로도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스위치

엔진전자제어
유니트(ECU)

오흑

37

5

C101

P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스위치

오흑

D105C201

5C - 4

파워 스티어링 장치

고장진단
고장진단 일반
상 태

점 검 사 항

조 치 사 항

스티어링 휠 조향력

파워 스티어링 벨트의 장력불량 또는 손상

벨트 장력조정 또는 교환

과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부족

오일 보충

파워 스티어링 장치내 에어유입

에어빼기

파워 스티어링 호스의 찌그러짐 또는 비틀림

호스 수정 또는 교환

파워 스티어링 파이프 찌그러짐

파이프 교환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서 오일 누유

펌프 교환

파워 스티어링 펌프 내부 결함으로 오일압력 저하

펌프 교환

스티어링 휠 조향력

파워 스티어링 벨트의 장력불량

벨트 장력조정

일정치 않음

파워 스티어링 기어 내부 결함

기어 교환

파워 스티어링 오일

파워 스티어링 파이프 핏팅 및 커플링 조임불량

핏팅 및 커플링 조임

누유

파워 스티어링 호스 또는 파이프의 손상

호스 또는 파이프 교환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의 손상

오일탱크 교환

파워 스티어링 오일 용량 과다 및 과소

오일수준 조정

파워 스티어링 장치내 에어유입

에어빼기

파워 스티어링 펌프 내부 결함

펌프 교환

파워 스티어링 펌프 및 관련 브라켓 볼트 풀림

볼트 조임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 너트 풀림

너트 조임

파워 스티어링 벨트 장력 과다

벨트 장력조정

파워 스티어링 기어 내부 결함

기어 교환

파워 스티어링 펌프 내부 결함

펌프 교환

파워 스티어링 장치내 에어유입

에어빼기

파워 스티어링 호스 또는 파이프와 차체간의 간섭

간섭부위 수정

파워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 풀림

브라켓 볼트 조임

파워 스티어링 오일 용량 부족

오일 보충

이음

5C - 5

단원 5C

주요 점검/조정
주의 : 펌프의 내부손상을 방지하기위해 게이지 밸브

직진방향 위치점검

를 10초 이상 잠그지 않도록 한다.

단원5B. 고장진단 내용참조

펌프 릴리프 밸브 압력

스티어링 휠 복원력

53~58Kg/cm2

10. 게이지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오일압력

단원5B. 고장진단 내용참조

을 측정한다.
타이로드 엔드 및 타이로드 회전저항

무부하시 펌프 압력

단원5B. 고장진단 내용참조

3~5Kg/cm2

10. 펌프 압력이 규정값내에 있으면 펌프는 정상이다.
압력이 규정값내에 있지 않으면 파워 스티어링 펌

파워 스티어링 펌프 압력점검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 결함 발생여부를 점검하기 위

프를 교환한다.

해 다음과 같은 압력점검을 실시한다.
주의 : 압력을 점검하기전에 파워 스티어링 오일수준과

파워 스티어링 기어 프리로드 조정

벨트의 장력을 점검한다.

1. 스티어링 휠을 직진방향에 위치시킨다.

주요사항 : 핏팅을 풀고 조일때 오일이 흘러내릴 수 있

2. 차량을 리프트로 안전하게 지지하고 들어올린다.

으므로 오일받이를 준비한다.

3. 조정 플러그 로크너트ⓐ를 푼다.

1.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압력라인 핏팅을 푼다.

4. 조정 플러그의 토오크를 측정한다.

2. 파워 스티어링 펌프와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라

5. 토오크가 과소 또는 과다할 경우에는 규정토오크로
조정한다.

인 사이에 압력점검 게이지를 장착한다.

a

DW 310-030

D105C302

D105C301

3. 변속기의 위치를 중립으로 한다.

• 랙 기어를 중앙위치에 놓는다.

4.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당긴다.

• 조정 플러그를 100Kg·cm로 조인다.

5. 장착된 압력점검 게이지의 밸브를 완전히 연다.

• 피니언 기어를 돌려 랙 기어를 좌우 끝까지 5회정

6. 엔진 시동을 걸고 공회전 상태를 유지한다.
7. 스티어링 휠을 좌우 끝까지 수차례 돌려 오일이 정
상작동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8. 압력점검 게이지의 밸브를 완전히 잠근 다음, 오일
압력을 측정한다.

5C - 6

도 돌린다.
• 조정 플러그를 푼다.
• 조정 플러그를 45~55Kg·cm로 조인다.
• 조정 플러그를 67.5˚ 풀어준다.
6. 조정 플러그 로크너트를 조인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

2.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끝까지 수차례 돌려 오일이

파워 스티어링 오일 교환
1. 리프트로 차량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약간 들어 올린

정상작동 온도에 이르도록 한다.
3. 스티어링 휠을 직진방향 위치에 놓는다.

다.
2.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서 오일 공급호스를 분리한다.
3. 파워 스티어링 펌프 오일탱크의 오일을 배출시킨다.
4.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 오일 공급호스를 연결한다.

4. 오일수준을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에서 측정한
다.
5. 오일수준이 MAX와 MIN 표시 사이에 있도록 한다.

5. 파워 스티어링 펌프 오일탱크에서 오일 리턴라인을
분리한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 에어빼기

6. 점화코일에서 하이텐션 케이블을 탈거한다.
7. 스타터를 주기적으로 작동시키면서 스티어링 휠을
좌우 끝까지 돌려 파워 스티어링 장치내의 오일을
리턴라인을 통해 빼낸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를 수리, 교환 및 오일 냉간시와
정상작동 온도시의 오일수준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에는
반드시 에어빼기 작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리프트로 차량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약간만 들어

8.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에 리턴라인을 연결한다.
9.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에 규정된 양만큼 오일을
주입한다.

올린다.
2. 스티어링 휠을 좌우 끝까지 여러번 돌린 다음 오일
탱크의 MAX까지 오일을 보충한다.

10.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3. 점화코일에서 하이텐션 케이블을 분리한다.
주의 : 시동상태에서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하면 공기

파워 스티어링 오일수준 점검

가 분해되어 오일에 흡수되므로 스타터를 돌려 에어

파워 스티어링 오일수준 점검방법은 오일이 정상작동
온도에 도달했을 때와 오일이 냉간상태일 때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4. 스타터를 주기적으로 작동시키면서 스티어링 휠을 좌
우 끝까지 서서히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돌린다.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시 오일수준 변화가 5mm 이내
일 경우 모두 MAX와 MIN 사이에 있으면 되나 5mm
이상이면 파워 스티어링 장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
다.

5. 오일수준을 재점검한다. 만일 오일수준의 변동이 심
하면 계속해서 단계 3～5까지를 재실시한다.
6. 점화코일에 하이텐션 케이블을 연결하고 시동을 건
다.

좀더 정확한 오일수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오일수준을 점검한다.

7. 오일탱크에서 공기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스티어링
휠을 좌우 끝까지 계속해서 돌린다.

1. 차량을 평탄한 곳에 세우고 엔진 시동을 걸어 공회
전 상태를 유지한다.

8. 시운전을 실시하여 스티어링 휠이 정상작동 및 이
음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9. 엔진 정지후에 갑자기 오일수준이 상승하면 에어빼
기 작업을 재실시한다.
주의 : 에어빼기 작업이 완전하지 않으면 파워 스티

b

어링 펌프의 수명이 단축된다.
파워 스티어링 벨트장력 점검
파워 스티어링 벨트
의

신품

8.0～9.0mm

구품

9.0～10.0mm

1. 파워 스티어링 벨트ⓒ의 마모, 균열 또는 손상 여부
D105C303

5C - 7

단원 5C

c

c
d
d

D105C304

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환한다.
2. 약 10Kg의 힘으로 그림에 표시된 부위를 눌렀을때
벨트의 처짐량으로 장력을 측정한다.

5C - 8

D105C305

3. 측정값이 규정값내에 있지않으면 파워 스티어링 볼
트ⓓ를 헐겁게 풀고 펌프를 움직여 벨트의 장력을
조정한다. (에어컨 장착차량 기준)

파워 스티어링 장치

구성부품도
파워 스티어링 장치
8
6

7

5

5

2

6

2

7
4

1

3

10
11

11
12

7
11
6

6

5

5

9
17
13
14
18
16

15

19
D105C401

1.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

8. 기어쪽 압력 파이프

15. 프론트 브라켓

2.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 캡

9. 펌프쪽 압력파이프

16.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

3.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 쉴드

10. 파워 스티어링 기어

17. 리어 브라켓

4. 리턴라인

11. 클립

18. 메인 브라켓(에어컨 장착)

5. 클램프

12. 공급호스

19. 파워 스티어링 펌프 브라켓

6. 그로멧

13. 파워 스티어링 펌프 어셈블리

7. O링

14. 파워 스티어링 펌프

(에어컨 미장착)

5C - 9

단원 5C

실차정비
타이로드 엔드
탈거순서 (단원5B. 실차정비 내용참조)
▣ 장착순서

파워 스티어링 기어 랙 & 피니언 부트
탈거순서 (단원5B. 실차정비 내용참조)
▣ 장착순서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
탈거순서
1.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를 탈거한다.
①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를 분리하여 작업이 용이
하도록 이동시킨다.
② 파워 스티어링 오일 공급호스를 분리한다.
③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 캡을 탈거한다.
•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내의 오일을 배출시켜 오
일받이에 담는다.

1
D105C501

④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턴라인을 분리한다.
2. 누유 및 오염방지를 위해 노출된 파워 스티어링 오
일 공급호스와 리턴라인의 노출된 개방구를 막아둔

3

다.

4
2
D105C502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의 :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반드시 규정된 오일
DEXRON-Ⅱ 또는 DEXRON-Ⅲ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D105C503

5C - 10

파워 스티어링 장치

파워 스티어링 오일 공급호스
탈거순서

1

1. 파워 스티어링 오일 공급호스를 탈거한다.
① 파워 스티어링 오일 공급호스(오일 펌프쪽)를 분
리하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내의 오일을 배출
시킨다.
• 오일받이로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에서 배출되
는 오일을 담는다.
D105C504

② 파워 스티어링 오일 공급호스(오일탱크쪽)을 분
리한다.
2. 누유 및 오염방지를 위해 파워 스티어링 펌프 및 오
일탱크 의 노출된 개방구를 막아둔다.

2

D105C505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의 :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반드시 규정된 오일
DEXRON-Ⅱ 또는 DEXRON-Ⅲ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D105C503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라인
탈거순서
1.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라인을 탈거한다.
① 파워 스티어링 펌프쪽 오일 압력 파이프의 핏팅
1

을 푼다.

D105C507

5C - 11

단원 5C

• 차량을 리프트로 안전하게 지지하고 들어올린다.
②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 파이프(펌프쪽)의 클램

2

프 너트를 푼다.
③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라인 파이프의 커플링을
푼다.
④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 파이프(펌프쪽)의 나사
부와 펌프쪽 파이프의 클램프 너트를 푼다.
⑤ 파워 스티어링 압력 파이프(기어쪽)의 클램프 너
D105C508

트를 푼다.
⑥ 파워 스티어링 리턴라인 핏팅을 푼다.
⑦ 파워 스티어링 압력 파이프(기어쪽)의 핏팅을 푼
다.
2. 누유 및 오염방지를 위해 파워 스티어링 펌프 및 파

3

워 스티어링 기어의 노출된 개방구를 막아둔다.

4
D105C509

5

D105C510

7

6

D105C511

5C - 12

파워 스티어링 장치

a

▣ 장착순서
210~350Kg•cm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의 :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반드시 규정된 오일
DEXRON-Ⅱ 또는 DEXRON-Ⅲ를 사용하여야 한다.

210~350Kg•cm

2. 파워 스티어링 기어쪽 오일라인 핏팅을 규정토오크

b

로 조인다.
ⓐ 압력라인 핏팅
D105C512

ⓑ 리턴라인 핏팅

3. 파워 스티어링 오일라인 커플링 및 클램프 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오일 압력 파이프의 커플링
ⓑ 기어쪽 오일 압력 파이프의 클램프 너트
ⓒ 기어쪽 오일 압력 파이프의 클램프 너트.
70~90Kg•cm

b
a

ⓓ 펌프쪽 오일 압력 파이프의 클램프 너트

360~500Kg•cm
D105C513

70~90Kg•cm

c
D105C514

d

70~90Kg
90Kg•cm

D105C515

5C - 13

단원 5C

4. 파워 스티어링 펌프쪽 오일 압력라인 핏팅을 규정토
오크로 조인다.
5.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210~350Kg•cm

D105C516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턴라인
탈거순서
1.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턴라인을 탈거한다.
• 차량을 리프트로 안전하게 지지하고 들어올린다.
① 파워 스티어링 기어쪽 오일 리턴라인 핏팅을 푼
다.
• 배출되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오일받이에 담는
1

다.
D105C517

• 차량을 내린다.
② 너트를 푼다.
③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턴라인 호스를 분리한다.
2. 누유 및 오염방지를 위해 파워 스티어링 기어 및 오
일탱크의 노출된 개방구를 막아둔다.

2
D105C518

3
D105C519

5C - 14

파워 스티어링 장치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10~350Kg•cm

주의 :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반드시 규정된 오일
DEXRON-Ⅱ 또는 DEXRON-Ⅲ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파워 스티어링 기어쪽 오일 리턴라인 핏팅을 규정토

D105C520

오크로 조인다.

70~90Kg•cm

3. 파워 스티어링 리턴라인 클램프 너트를 규정토오크
로 조인다.
4.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D105C521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스위치
탈거순서
1. 컨넥터를 분리하고 오일 압력스위치를 푼다.
2. 누유 및 오염방지를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노출된
개방구를 막아둔다.
D105C522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오일 압력스위치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170~230Kg•cm

3.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D105C523

5C - 15

단원 5C

파워 스티어링 벨트
1

탈거순서
1. 조수석쪽 헤드램프를 탈거한다.
(단원9B. 실차정비 내용참조)

2
D105C524

2. 파워 스티어링 벨트를 탈거한다.
① 리어 브라켓 조정볼트를 헐겁게 푼다.
② 볼트를 헐겁게 푼다.
③ 프론트 브라켓 조정볼트를 헐겁게 푼다.

4

④ 펌프를 엔진쪽으로 민다.

3
D105C525

a

180~220Kg•cm

▣ 장착순서
200~240Kg•cm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b
c

200~240Kg•cm

2. 파워 스티어링 볼트(3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프론트 브라켓 조정볼트

D105C526

ⓑ 리어 브라켓 조정볼트
ⓒ 파워 스티어링 펌프 볼트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
탈거순서
2

1. 조수석쪽 헤드램프를 탈거한다.
1

DW 310-020
D105C527

5C - 16

(단원9B. 실차정비 내용참조)
2.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를 탈거한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
• 파워 스티어링 벨트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① 특수공구로 풀리를 고정시킨다.
DW 310-020

②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 너트를 푼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550~690Kg•cm
D105C528

2. 특수공구로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를 고정한 상태
에서 파워 스티어링 풀리 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
다.

1

2

파워 스티어링 펌프
탈거순서
D105C529

1. 조수석쪽 헤드램프를 탈거한다.
(단원9B. 실차정비 내용참조)
2.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서 오일라인을 분리한다.
① 오일 공급호스를 분리한다.
② 오일 압력 파이프 핏팅을 푼다.

1

3. 파워 스티어링 펌프를 탈거한다.

2

• 파워 스티어링 벨트를 탈거한다.
D105C530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①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스위치 컨넥터를 분리한
다.
② 볼트(2개)를 푼다.
③ 볼트를 푼다.

3

D105C531

5C - 17

단원 5C

▣ 장착순서

170~230Kg•cm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D105C532

주의 :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반드시 규정된 오일
DEXRON-Ⅱ 또는 DEXRON-Ⅲ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파워 스티어링 펌프 프론트 브라켓 조정볼트를 규정

c
3

210~350Kg•cm

토오크로 조인다.

a

200~240Kg•cm

b

200~240Kg•cm

3. 핏팅 및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파워 스티어링 펌프 리어 브라켓 조정볼트

D105C533

ⓑ 파워 스티어링 볼트
ⓒ 오일 압력 파이프의 핏팅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5.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2

1

파워 스티어링 기어 세트
탈거순서
D105C534

1. 인텀샤프트 로어 핀치 볼트를 푼다.
(단원5A. 실차정비 내용참조)
2. 타이로드 엔드를 분리한다.
(단원5B. 실차정비 내용참조)
3. 프론트 배기 파이프 너트(3개)를 푼다.

3

(단원2G. 실차정비 내용참조)
4. 파워 스티어링 기어를 탈거한다.
①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턴라인 핏팅을 푼다.
4

②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라인 핏팅을 푼다.
• 누유 및 오염방지를 위해 파워 스티어링 오일라
인의 노출된 개방구를 막아둔다.
D105C535

5C - 18

파워 스티어링 장치
③ 파워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4개)를 푼다.
5

④ 파워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을 탈거한다.
• 기어를 조수석쪽으로 이동시켜 스티어링 기어 운
전석쪽이 언더바디 구멍에서 빠져나오게 한 뒤,
차량에서 스티어링 기어를 탈거한다.

⑤ 패킹을 탈거한다.
D105C536

500~660Kg•cm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D105C537

2. 파워 스티어링 기어 브라켓 볼트(4개)를 규정토오크
로 조인다.
3. 파워 스티어링 오일라인 핏팅을 규정토오크로 조인
다.

a

210~350Kg•cm

ⓐ 기어쪽 오일 압력 파이프의 핏팅
ⓑ 리턴라인 핏팅
4. 파워 스티어링 장치의 에어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210~350Kg•cm

(본단원. 고장진단 내용참조)

b

D105C512

5C - 19

단원 5C

단품수리
타이로드 엔드 부트
분해순서
(단원5B. 실차정비 내용참조)

1

조립순서

2

파워 스티어링 기어
D105C701

분해순서
1. 파워 스티어링 기어 세트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2. 파워 스티어링 기어 유압라인을 탈거한다.
① 실린더쪽 핏팅을 푼다.
② 피스톤쪽 핏팅을 푼다.

3

2

1

3. 랙 베어링을 탈거한다.
D105C702

① 조정 플러그 로크너트를 푼다.
② 조정 플러그를 푼다.
③ 조정 스프링을 탈거한다.

1
2

4.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를 탈거한다.
D105C703

5C - 20

① 더스트 커버를 탈거한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
② 리테이닝 링을 탈거한다.

4
3

③ 스티어링 피니언 더스트 커버를 푼다.
D105C704

④ 스티어링 피니언 로크너트를 푼다.
주의 : 스티어링 피니언 로크너트를 풀때 스티어링
피니언 기어의 손상방지을 위해 반드시 피니언 기어
를 고정시킨다.
⑤ 끝단부가 평평한 드라프트와 망치로 스티어링 피

5

니언 하단부 끝을 조심스럽게 타격하여 스티어링
피니언을 피니언 베어링에서 분리한다.
주 : 드라프트와 스티어링 피니언 하단부가 수직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드라프트를 망치로 친다.
⑥ 끝이 평평하고 긴 드라프트와 고무망치로 피니언
베어링을 약하게 타격하여 베어링을 탈거한다.
D105C705

⑦ 피니언 샤프트 씰을 탈거한다.
⑧ 니들 베어링을 탈거한다.
⑨ 리테이닝 링을 탈거한다.
5. 파워 스티어링 기어 하우징 및 랙 기어는 오버홀 및
분해를 하지않고 결함이 발생하면 어셈블리로 교환

6

한다.

D105C706

7
8
9

D105C707

5C - 21

단원 5C

1

점검순서
D105C708

1. 타이로드 엔드 및 타이로드 볼 조인트의 회전 부위
에 대한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단원5B. 단품수리 내용참조)
2. 타이로드 엔드 및 랙 & 피니언 부트의 균열 및 이
상 마모 여부를 점검한다. (단원5B. 단품수리 내용참

3
2

조)
3. 금속 부위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① 피니언 기어의 마모 또는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② 랙 기어의 마모 또는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③ 스티어링 기어 하우징의 마모 또는 손상 여부를
D105C709

점검한다.

1
2

3

D105C710

4. 각종 베어링 및 오일 씰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① 피니언 샤프트 씰의 마모 및 누유 여부를 점검 한
다.

3

② 니들 베어링의 마모 여부를 점검한다.

2
1

③ 스티어링 피니언 베어링의 마모 여부를 점검한

3

다.
5. 점검후 규정값을 벗어나거나 결함이 발생된 모든 부
품은 신품으로 교환한다.

D105C711

5C - 22

파워 스티어링 장치

조립순서
1. 스티어링 피니언기어를 장착한다.
① 리테이닝 링을 장착한다.
400~500Kg•cm

4

② 니들 베어링을 장착한다.
③ 가늘고 끝단부가 평평한 드라프트로 피니언 샤프
트 씰을 대각선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타격하면서
장착한다.
D105C712

④ 스티어링 피니언 로크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

7
6

7

다.
주 : 피니언 베어링은 스티어링 피니언 로크너트에
압입되므로 베어링이 편심되지 않도록 한다.
⑤ 스티어링 피니언 더스트 커버를 규정토오크를 조인
다.
⑥ 리테이닝 링을 장착한다.

450~550Kg•cm

⑦ 플라스틱 더스트 커버를 장착한다.

5

D105C713

1
2
3
3

2

D105C714

250~350kg•cm
2

2. 랙 베어링을 장착한다.

250~350kg•cm

① 조정 스프링을 장착한다.

1

② 조정 플러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③ 조정 플러그 로크너트를 조인다.
• 스티어링 기어 프리로드 조정은 본단원의 고장진
단 내용을 참조한다.
D105C715

5C - 23

5C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