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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규격 및 점검 방법

램프전구 규격 및 수량 램프 점검방법

1. 해당 램프의 각종 스위치를 ON/OFF하여 램프가 점등/소등되는지 확
인합니다.

2. 램프가 점등되지 않으면 먼저 해당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3. 퓨즈에 이상이 있으면 퓨즈를 교환하십시오.   
교환방법은 12단원 ‘간단한 점검 및 정비’를 참고하십시오.

4. 퓨즈에 이상이 없으면 전구를 점검하시고, 전구에 이상이 있으면 전구를 
교환하십시오.

5. 전구에도 이상이 없으면 당사 정비사업장을 방문하셔서 점검 및 조치를 
받으십시오.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분의 전구를 준비하십시오.(13-2 램프규격 참조)

주의

 y 실외	각	램프류의	전조등,	차폭등,	프론트	방향지시등	및	안
개등을	교체하기	위해	임의로	램프를	탈거	또는	장착시	차
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	지정	정비사업장
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y 전구	교체	후	장착시	전구의	단선,	수분유입	등	고장의	원
인을	방지하기	위해	소켓을	홀에	맞추어	시계방향으로	정확
히	장착하십시오.

 y 전구	교체	후	장착시	규정된	용량의	전구를	사용하십시오.

 y 규정된	용량의	전구를	장착하지	않으면	퓨즈	단선	및	배선
관련	장치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y 일반	전구	사양을	HID타입으로	개조하면	배선관련	장치의	
손상	및	이상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y 램프류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시동스위
치	OFF	상태에서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	후	안전한	곳에
서	교체하십시오.

 y 전구	교체시	전구	표면이	뜨거워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	등을	착용하십시오.

구 분 수 량 규 격(W)

실외등

상향등/하향등(Bi-Function) 2 HIR 2-55

방향지시등 - LED TYPE

차폭등 2 16

미등 - LED TYPE

정지등 - LED TYPE

후진등 2 16

번호판등 2 5

프론트 안개등 2 27

실내등

프론트 풋 램프 2 5

도어 커티시 램프 4 5

프론트  
룸 램프

선루프 장착차량 3
8(1EA)/ 
5(2EA)

선루프 미장착차량 2 10

리어 독서등 2 5

리어 화장 거울 램프 4 5

하이마운티드 스톱 램프 - LED TYPE

선바이저 램프 2 5

글로브박스 램프 1 5

트렁크 룸 램프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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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실외 램프

실외 램프의 위치

헤드램프

안개등

사이드 리피터 
(보조 방향 지시등)

정지등

리어 방향 지시등

번호판등

하이마운티드 스톱 램프

경고

체어맨	H	차량의	실외	각	램프는	일반	운전자가	램프	교환	정
비가	매우	어려우므로	당사	지정	정비사업장에서	점검	및	수리
정비를	받으십시오.

미등

차폭등

전조등(상향등/하향등)

프론트 방향 지시등

후진등

주의

헤드램프	전체를	탈거	및	장착	후에는	램프의	상하좌우	각도(에
이밍	조절)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므로	당사	지정	정비사업장에
서	점검	및	수리정비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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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램프의 위치

프론트 풋 램프

글로브 박스 램프

프론트 룸 램프 뒷좌석 독서등  
(선루프 장착 차량)

뒷좌석 독서등 
(선루프 미장착 차량)

트렁크 룸 램프

도어 커티시 램프 
(각도어에 장착)

도어 스커프 램프*

(4 개소)
프론트 무드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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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안개등 전구 교환

1. 라이트 스위치를 OFF하고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전구 커버를 돌려 탈거합니다.

3. 고정 클립을 풀고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4.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5.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하십시오.

주의

안개등	전구	교환은	당사	정비사업장을	통해	정비받으십시오.

1. 라이트 스위치를 OFF하고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드라이버의 날에 헝겁을 싸서 램프 커버의 홈에 끼워 커버를 탈거하
십니소.

3. 전구 연결 커넥터를 돌려 하우징을 분리합니다.

번호판등 전구 교환

4. 전구를 위로 당겨 탈거하고,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5.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하십시오.

실외 램프 전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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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룸램프 (선루프 장착)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 드라이버의 날에 헝겊을 싸서 램프 커버의 홈에 끼워 커버를 탈거하
십시오.

3.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4. 커버를 다시 끼우십시오.

실내 램프 전구 교환

프론트 룸램프 (선루프 미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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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화장거울 램프 (선루프 미장착 차량) 전구 교환

거울 상부를 누르면 거울이 열려지면서 램프가 점등됩니다. 거울을 위로 밀
어 닫으면 소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 드라이버의 날에 헝겊을 싸서 램프 커버의 홈에 끼워 커버를 탈거하
십시오.

3.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4. 커버를 밀어 넣어 장착하십시오.

독서등 (선루프 미장착 차량) 전구 교환

스위치를 누르면 독서등이 점등되고 다시 누르면 소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 드라이버의 날에 헝겊을 싸서 램프 커버의 홈에 끼워 커버를 탈거하
십시오.

3.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4. 커버를 밀어 넣어 장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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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이저 램프 전구 교환

선바이저 거울 커버를 들어 올리면 램프가 점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 드라이버의 날에 헝겊을 싸서 램프 커버의 홈에 끼워 커버를 탈거하
십시오.

3. 커버를 살짝 내려 램프가 소등된 상태에서 전구를 빼내십시오.

4.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5. 커버를 밀어 넣어 장착하십시오.

뒷좌석 독서등 (선루프 장착 차량) 전구 교환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가 점등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소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 드라이버의 날에 헝겊을 싸서 램프 커버의 홈에 끼워 커버를 탈거하
십시오.

3.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4. 커버를 밀어 넣어 장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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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풋 램프 전구 교환

운전석과 동반석의 인스트루먼트 패널 하단에 있는 풋 램프는 해당 프론트 도
어를 열면 해당 풋 램프가 점등되고 닫으면 소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풋램프 커버 고정 부위(A)를 눌러 커버를 탈거합니다.

3. 도어가 열려져 있으면 램프가 점등되어 있으므로 뜨거운 전구를 탈거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도어를 닫거나 도어 닫힘 감지 스위치를 눌러 램프가 
소등된 상태에서 전구를 탈거하십시오.

4.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5. 커버를 장착합니다.

도어 커티시 램프 전구 교환

도어를 열면 해당 램프가 점등되고 닫으면 소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 드라이버의 날에 헝겊을 싸서 램프 하우징의 홈에 끼워 하우징을 탈
거하십시오.

3. 램프를 돌려 하우징에서 빼내십시오.

4.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5.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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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브 박스 램프 전구 교환

글로브 박스를 열면 점등되고 닫으면 소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커버 양쪽 고정 부위를 눌러 커버를 탈거합니다.

3. 커넥터를 분리하여 램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4.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5. 커넥터를 연결한 후 커버를 밀어넣어 재장착하십시오.

트렁크 룸 램프 전구 교환

트렁크를 열면 점등되고 닫으면 소등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OFF으로 합니다.

2. 커버 양쪽 고정 부위를 눌러 커버를 탈거합니다.

3. 커넥터를 분리하고 램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4. 전구를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5. 커넥터를 연결한 후 커버를 밀어넣어 재장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