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QTEMCJXDGPXQ.hwp

뉴 하이브리드 튜닝
[New Hybrid Tuning]

을 수행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운전New Hybrid Tuning

함으로써 제어특성 및 기계적특성이 많이 노화되어 있다 이를 원래의 제어기능.

및 기계적 특성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을, ADFEC7080

이용하여 제어 특성을 향상시켜 전자린번화 가솔린 를 구현하여야 한다( ) .

을 하는 이유 기계적특성1) New Hybrid Tuning ( )

은 고 회전수를 요하는 작업이다 엔진을 빠르게 회전시키게Hybrid Tuning .

되면 크랭크축의 원심력이 크게 되고 베어링 유격이 작아지게 되어 피스톤이

를 지나 까지 힘차게 차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TDC H-TDC .

고속으로 운행하게 되면 실린더 벽의 굴곡과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된 고형

물 시린더 벽면에 부착된 스케일 이 없어지게 되어 피스톤이 까지 도달( ) H-TDC

하게 되고 압축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 압축비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

렇게 되면 연소효율이 좋아져 출력이 증가하고 연료가 적게 먹으며 냉각수 온, ,

도가 떨어진다 또한 유해배출가스가 줄어들며 배기온도 또한 떨어진다 각종베. , .(

어링 및 켐 타펫드 피스톤이 엔진의 최상부에 올라오는 것...) - TDC :

예비 작업 차량 정비 선택적으로 수행 할 것2) ( - )

흡기관 청소 청소제 반통이상 사용 쓰로틀 밸브 앞단 엔진 크랭크: , (Throttle)⦁
케이스와 연결되는 호스를 개방 한 후 세정제를 투입한다 청소시 엔진회전수를.

레드죤까지 올려서 사용하며 이상 회 이상 윙윙 거릴 정도(5,000 4~5 )

가속페달조작 연습 주행을 하기 전에 정지상태에서 가: New Hybrid Tuning⦁
속페달작동 연습을 회 정도 반복한다30 .

타이어 공기압 승용차 기록주행시: (40 PSI), SUV(45PSI), 50PSI⦁
엔진오일 변속기 밋션 오일 라지에터 수위 물높이 확인, ( ) , ( )⦁
점화플러그 청소 및 교환 불량 정도에 따라 정도 연비 차이가 남: - 5%⦁
보쉬 플러그 사용권장 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 차량의 경우 플러그4 , (SOHC

홈에 모래가 많이 있으므로 압축공기나 카브레타 청소제로 입구측 모래를 제

거하고 작업 신품교환인 경우에는 차로 죄임을 하고 다시 한번 차 가스), 1 2 (

켓 링 수축고려 로 죄임을 수행을 하여야 한다) .

엔진오일 교환 필요시 교환 노화가 진행된 노후차량의 경우에는 엔진오일: ,⦁
세정제를 사용하여 크랭크 챔버를 청소한 후 엔진오일 교환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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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상 된 노후자동차 또는 주행거리 만 이상 주행한 자동차는 반드시4 7 Km⦁
타이밍벨트 교체주기를 확인한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한 차량설명서로.

확인하고 타이밍 벨트의 교체주기가 미만으로 남았다면 벨트 교, 10,000Km ,

체 후 튜닝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타이밍밸트 균열이 이하면 안전하. 20%

다.

작동방법3) Hybride Turnning - “HECS”

현재 사용중인 값을 기록한다‘C1' .◎

시동키 온위치 브레이크작동 표시기 상단 버튼 누름상태 유지에서+ ==> Set

버튼을 누르면 표시기 가 으로 표시되고 초후 값이 표시된Mode LED ‘C 01’ 1

다 이때 이 값 값 을 기록한다 설명서에 기록 항목이 있다. (‘C1' ) .( .)

출력 힘 조절모드를 으로 둔다( ) Mode-0[0 00] .

값을 디젤 가솔린 으로 올린다‘C1’ "8990", “7990” .①

시동키 온위치 브레이크작동 표시기 상단 버튼 누름 상태유지에서+ ==> Set

버튼을 누르면 표시기 가 으로 표시되고 초후 값이 표시된Mode LED ‘C 01’ 1

다 이때 버튼은 누름상태를 유지하고 버튼에서 손을 뗀 후 토글. Mode Set

및 누름상태 유지로 값을 디젤 가솔린 마춘다'C 01' "8990", “7990” .

변속기의 기어는 수동 단으로 고정한다2 .②

주행중 튜닝 영역은 가속버튼을 사용 하여 엔진 회전수를 올린다RPM .③

최초 하이브리드 튜닝시에는 에서 크루즈 셋 한다2,500 RPM (Set) .

그러면 으로 엔진이 가속 정속 감속 반복한다2,200~3,000 RPM (Fuel Cut) .

정도 주행 할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후 엔진 회전수를 올린다10 Km .

한번 하이브리드 튜닝을 수행한 자동차는 바로 엔진 회전수 을 에(RPM) 3,300

서 한다 엔진 회전수가 스윙하면서 자동으로 주행한다Set .( 3,000 ~ 3,900 .)
냉각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귀에 거슬리는 괴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

범위내에서 변속기 변속직전 및 레드죤 근접 엔진회전수로 수행한다.

수행중 엔진 소음과 냉각수 온도를 예의 주시한다 노화된 차량은 냉각수- . (④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 가거나 귀에 거슬리는 괴음이 발생한다 내림, . ==> RPM )

냉각수 온도가 정상이고 엔진소음이 부드러워지면 히이브리드 튜닝이 완료,⑤

된 것으로 판단 하면 된다.

⑥ 정상적인 차량 약간노화 노화차량 를 수행한다-30 Km, -100Km, -300Km .

하이브리드 튜닝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값을 복귀한다 정상사용'C1~2' .==>⑦

Key Point※

엔진 속성에서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한다, .

엔진회전수는 변속기 시프트 업 직전 디젤 가솔린- ( High RPM 3,900 High

직전까지 유지하도록 한다RPM 6,000) .

하이브리드 튜닝시 변속기 사용은 기어 단 기어 단 기어 단- 1 5%, 2 80%, 3

수행 하는 것이 좋다15% .

차량의 최대 기록 주행을 하고자 할 때는 만족시까지 수행 하면 된다- .

기존 모드값을 메모하여 튜닝이 끝나면C-1 , C-2

모드에서 메모값을 재입력 하여 복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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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 차량제어특성 변화 모습4) Hybrid Tuning Program

적용 초기 연료분사량 모습Hybrid Tuning Program

적용으로Hybrid Tuning Program

차량의 제어특성이

와 완전히 적응되어ADFEC7080 'HECS'

최적의 제어가 구현되는 연료분사량 모습

내리막 길에서

연료차단 이 일(Fuel-Cut)

어나는 모양

연료차단 과(Fuel-Cut)

속도 복귀를 위해 연료가

재투입되는 제어특성 모양

정속 주행시 오토 크루즈( )

차량의 제어특성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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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패턴 규현을 위한 가속페달 작동시 발사용 적응 연습4)

가속페달조작 연습 주행을 하기 전에 정지상태에서: New Hybrid Tuning⦁
가속페달작동 연습을 회 정도 반복한다 엔진회전수를 에서 유지30 . 1,500rpm

초 가속페달 가속방향 작동 에서 고정 초 가속페달 감속방향10 ( ) 3,000rpm 10 ( )⇨ ⇨
작동 에서 고정 초 반복 회 정도 반복수행 초기는 느리게1,500rpm 10 ( 30 ).⇨
회전수가 안정되나 반복 회수가 늘어나면 빠른 동작에서도 엔진회전수가 안정

된다.

처음 연습시에는 성급한 운전자 모양이 된다1. .⦁
번 정도 연습시에는 뉴 하이브드 운전 초보 모양이 된다5 2. .⦁

번 정도 연습 번정도 수행10~30 3. 10⦁
숙련되면 뉴 하이브리드 운전 숙련자 모양이 된다4. .⦁

하이브리드 패턴 규현을 위한 가속페달 작동시 발사용 적응 연습[ ]

사용 운전자의 경우 이를 숙지하고 시가지 번잡한 도로에서“HECS”

발을 사용하되 표시기 상태표시등이 녹색 램프범위에서 운전하게‘ ’

되면 혼잡한 시가지 운전에서도 탁월한 연비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상 되는 연비향상은 ???

시가지 주행 평균속도 정도일때25 Km/h

이하에서 발 사용 이후 이상속도 및 가속시20 Km/h , 20 Km/h

스마트 버튼을 사용하여 자동 주행하게 되면

공인 연비대비 정도 연비를 높게 탈 수 있다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