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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레이크 호스
▶ 브레이크 작동 액압 혹은 작동 공기압을 전달하기 위하여 양단에 이음을 갖는 휨 성이 있는 호스, 플렉시블

호스라고도 하며, 자동차, 철도 차량 등의 교통 기관에 많이 사용된다.
▶ 호스는 내압을 견디기 위한 보강층과 외부에 외부 접촉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코일 스프링이 보강되어 있다.

FRONT REAR



1. 브레이크 호스

1) 부품의 적용위치 : 프론트(앞쪽) 브레이크 연결부

브레이크 호스

FRONT



1. 브레이크 호스

1) 부품의 적용위치 : 리어(뒤쪽) 브레이크 연결부

브레이크 호스

REAR



1. 브레이크 호스

2) 브레이크 호스의 종류

공기식 브레이크 호스

유압식 브레이크 호스

! 주의
브레이크 호스교환시반드시차량이움직이지
않도록고임목을 설치하여고정시킨다.
에어탱크에서압축공기를배출한후 작업한다.

! 주의
교환시반드시누기 여부를 확인한다.



2. 좌석 안전띠
▶ 충돌이나 급브레이크, 또는 진동·동요가 있을 때 좌석에서 튕겨져 나오거나 실내에 있는 돌기물에

부딛혀서 부상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최소화 해주는 장치



2. 좌석안전띠



2. 좌석안전띠



3. 등화장치(전조등)
▶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앞에 부착되어, 밤에 주행할 때 앞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설치된 전등



3. 등화장치(전조등)



3. 등화장치(전조등)



3. 등화장치(전조등)



4. 후부반사기
▶ 1) 입사 각도와 관계없이, 입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반사 장치
2) 반사경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어두운 주변
환경에서 빛을 받을 경우 빛이 반사되어
자동차의 위치를 알려줌



4. 후부반사기

1) 적용 위치 : 차량 후방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에 장착



5. 창유리

▶ 자동차 차체 상부에 설치되어 차량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고하고 차량 안과 밖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을 열지 않고 환기 및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설치된 유리

FRONT GLASS REAR GLASS SIDE GLASS



6. 안전삼각대

▶ 고장차량의 표지로 차량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도로 상에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표지

● 사용방법
- 차량 출고시 취급설명서와 함께 지급된 고장 자동차
정지표시판(비상삼각대)를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십시오.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장 자동차
정지표지판(비상삼각대)은 주행전에 반드시 휴대 여부
및 위치를 확인 하십시오.

● 설치방법
케이스에서 비상 삼각대를 꺼내 좌/우 날개를 올려
삼각형으로 맞추어 서로 교차되게 연결홈에
고정시키십시오
비상 삼각대 하단에 위치한 네개의 다리를 좌/우로
펼쳐 넘어지지 않도록하여 차량 후방 (주간 100m,
야간 200m)에 고장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상
삼각대를 설치하십시오

※ 주 의
고장 자동차 정지표지판(비상 삼각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통행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십시오.



7. 브레이크라이닝
▶ 브레이크드럼 및 디스크를직접 접촉하여브레이크 드럼과 디스크의회전을멎게 하고 운동 에너지를
열에너지로바꾸는마찰재

LINING 단품 PAD ASS’Y



7. 브레이크라이닝

1) 드럼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 및 점검

라이닝 간극 조정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이
최대한 접촉하도록 원스크류의
육각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최대한 조인후, 반시계
방향으로 ¾바퀴 푼다.

간극 조정 후 최소 25~30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간극이
정상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라이닝 마모량 점검

수시로 정기 점검하여 라이닝
교환 필요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마모량 체크

앵커 플레이트 체크홀 고무컵을
벗기면 라이닝 잔류량을 점검할
수 있다.

라이닝 리벳 돌출부가 거의
마모 되었으면 즉시 신품으로
교환한다.



7. 브레이크라이닝

2) 드럼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라이닝 탈거

햄머와 봉을 사용하여 리벳트 코킹부를 제거한다.

리벳트를 햄머와 펀치로 제거한다.

브레이크 슈의 균열 등을 점검한다.

라이닝 조립

브레이크 라이닝 및 리벳트를 슈에 조립한다.

브레이크 슈를 공기유압식 리벳트에 장치한다.

리벳트를 사용하여 개개의 리벳트를 코킹한다.



7. 브레이크라이닝

3)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 및 점검

라이닝 간극 조정

유압이 피스톤에 작용하면, 피스톤이 이동하여 패드를
민다. 이 때, 피스톤에 접해 있는 피스톤 씰이 피스톤과
같이 이동한다.

브레이크 유압이 사라지면, 피스톤 씰의 탄성과 복원력
에 의하여 피스톤이 원위치로 복귀한다.
이 때, 패드가 마모되어 디스크와 패드간의 간극이 크게
되면 피스톤은 보다 긴 거리를 이동하지만 피스톤 씰의
변형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톤의 이동 거리만
큼 변형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스톤은 항상 피스톤 씰의 변형량 만큼 제자리
로 돌아오게 되며 이로 인해 디스크와 패드간의 간극은
초기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라이닝 마모량 체크

프런트 또는 리어 휠을 탈거한 후 패드 두께 점검 가능

패드의 두께는 취급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패드는 어떤 법적 요구에 해당하는 점검을
해야 한다. 마모 지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만약 마찰재가 2mm 보다 적다면 패드는 교환하여야
한다.



7. 브레이크라이닝

4)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_탈거

1. 리테이닝플레이트에서볼트를탈거한다.

2. 리테이닝플레이트를탈거한다.

3. 패드에서마모센서를탈거한다.

※주의
배터리 (-)케이블을사전에분리시킨다.

4. 인, 아웃터패드를탈거한다.

※주의
패드두께점검후인, 아웃터패드두께중 1개라도이상발생시
2개를동시에교환한다.



7. 브레이크라이닝

5)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_장착

5. 캘리퍼에플렉시호스를장착한다.
6. 브레이크파이프를장착한다.

※주의
작업이끝난후브레이크페달을 2~3회
밟아준다

2. 신품인, 아웃터패드를장착한다.

3. 리테이닝플레이트를장착한다.

4. 리테이닝플레이트에볼트를장착한다.

1. 패드에서마모센서를장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