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부품 Module Component

sedan 세단(4인승 이상) 차체 차체

coupe 쿠페(2인승) 차체 차체

convertible 컨버터블 차체 차체

station wagon 스테이션 웨건 차체 차체

coach 코치(소형버스) 차체 차체

jeep 지프(4륜구동) 차체 차체

bus 버스 차체 차체

truck 트럭 차체 차체

pick up truck 픽업 트럭 차체 차체

trailer truck 트레일러 트럭 차체 차체

bulk cement truck 시멘트 트럭 차체 차체

overall width 전폭 차체 차체

room width 실내폭 차체 차체

road clearance 최저 지상고 차체 차체

wheel base 축거 차체 차체

room length 실내 길이 차체 차체

overall length 전장 차체 차체

front tread (앞) 윤거 차체 차체

overall height 전고 차체 차체

rear tread (뒤) 윤거 차체 차체

safty cage frame 세이프티 케이지 프레임 차체 차체

slotted frame rail 슬로티드 프레임 레일 차체 차체

side door arm 사이드 도어 암 차체 차체

front uncrushable zone 프론트 언크러셔블 존 차체 차체

bumper 범퍼 차체 차체

radiator grill 라디에이터 그릴 차체 차체

emblem 엠블렘 차체 차체

fender 펜더 차체 차체

wheel arch 휠 아치 차체 차체

hood 후드 차체 차체

wind shield 윈드 쉴드 차체 차체

piller 필러 차체 차체

panel 패널 차체 차체

header panel 헤더 패널 차체 차체

roof 루프 차체 차체

trunk lid 트렁크 리드 차체 차체

floor 플로어 차체 차체

door mirror 도어 미러 차체 차체

apron 에이프런 차체 차체

cowl 카울 차체 차체

dash board 대시 보드 차체 차체

glove box 글로브 박스 차체 차체

instrument panel 인스트루먼트 패널 차체 차체

room mirror 룸 미러 차체 차체

door 도어 차체 차체

front cross member 프런트 크로스 멤버 차체 차체

자동차부품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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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or upper support 라디에이터 어퍼 서포트 차체 차체

radiator side support 라디에이터 사이드 서포트 차체 차체

front fender apron 프론트 펜더 에이프런 차체 차체

front side member 프론트 사이드 멤버 차체 차체

cowel panel 카울 패널 차체 차체

dash panel 대쉬 패널 차체 차체

hood 후드 차체 차체

front fender 프론트 펜더 차체 차체

front piller 프론트 필러 차체 차체

center piller 센터 필러 차체 차체

side sill 사이드 씰 차체 차체

roof 루프 차체 차체

front door 프론트 도어 차체 차체

rear door 리어 도어 차체 차체

rear fender 리어 펜더 차체 차체

head lamp 전조등 차체 차체

engine electronic control 엔진 전자 제어 차체 차체

electronic control suspension 전자 제어 현가 차체 차체

washer hose 와셔 호스 차체 차체

 wiper arm & blade 와이퍼 암 & 블레이드 차체 차체

power door mirror 파워 도어 미러 차체 차체

meter illumination 계기 조명 차체 차체

air conditioner 에어컨 차체 차체

blower fan 블로워 팬 차체 차체

kinds of indicator 각종 인디케이터 차체 차체

power window 파워 윈도우 차체 차체

room lamp 룸 램프 차체 차체

motor sun roof 전동 선루프 차체 차체

power door-lock 파워 도어록 차체 차체

rear window defogger 리어 윈도우 디포거 차체 차체

speaker 스피커 차체 차체

rear wiper 리어 와이퍼 차체 차체

electronic control suspension 전자 제어 현가 차체 차체

trunk lid opener 트렁크 리드 오프너 차체 차체

motor rear spoiler 전동 리어 스포일러 차체 차체

licence plate lamp 번호판등 차체 차체

backup lamp 후진등 차체 차체

stop lamp 제동등 차체 차체

turn and hazard lamp 방향 지시등, 비상등 차체 차체

horn 경음기 차체 차체

fog lamp 안개등 차체 차체

tail lamp 미등 차체 차체

motor fan 전동 팬 차체 차체

generator 발전기 차체 차체

anti lock brake 앤티 록 브레이크 차체 차체

auto cruise control 자동 항속 제어 차체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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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signal lamp 방향 지시등 차체 차체

cigarette lighter 시가라이터 차체 차체

audio/radio 오디오/라디오 차체 차체

electronic control AT 전자제어 AT 차체 차체

seat heater motor seat 시트 히터 전동 시트 차체 차체

electronic control 4 wheels adjustment 전자 제어 4륜 조정 차체 차체

anti lock brake 앤티 록 브레이크 차체 차체

truck room lamp 트렁크 룸 램프 차체 차체

muffler conversion system 머플러 변환 시스템 차체 차체

tire 타이어 차체 차체

transmission 변속기 차체 차체

exhaust pipe 배기관 차체 차체

catalyst converter 촉매 변환기 차체 차체

propeller shaft 추진축 차체 차체

sub muffler 부 소음기 차체 차체

drive shaft 구동축 차체 차체

differential gear 디퍼렌셜 기어 차체 차체

muffler 머플러 차체 차체

radiator 라디에이터 차체 차체

engine 엔진 차체 차체

cross member 크로스 멤버 차체 차체

front suspension 프론트 서스펜션 차체 차체

front brake 프론트 브레이크 차체 차체

brake servo 브레이크 서보 차체 차체

door mirror 도어 미러 차체 차체

steering wheel 스티어링 휠 차체 차체

front seat 프론트 시트 차체 차체

rear seat 리어 시트 차체 차체

fuel tank 연료 탱크 차체 차체

rear suspension 리어 서스펜션 차체 차체

rear brake 리어 브레이크 차체 차체

suspension member 현가 멤버 차체 차체

accelerator pedal 악셀러레이터 페달 차체 차체

brake pedal 브레이크 페달 차체 차체

clutch pedal 클러치 페달 차체 차체

parking brake lever 주차 브레이크 레버 차체 차체

horn switch 경음기 스위치 차체 차체

light switch 등화 스위치 차체 차체

wiper, washer switch 와이퍼, 와셔 스위치 차체 차체

instrument panel 인스트루먼트 패널 차체 차체

speedometer 속도계(km/h) 차체 차체

tachometer 회전 속도계(rpm) 차체 차체

car audio 자동차 오디오 차체 차체

air conditioner 에어 컨디셔너 차체 차체

rear view mirror 리어 뷰 미러 차체 차체

sun visor 선 바이저 차체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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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lamp 맵 램프 차체 차체

room lamp 실내등 차체 차체

defroster 디프로스터(성애 제거제) 차체 차체

air conditioner 에어 컨디셔너 차체 차체

glove box 글로브 박스 차체 차체

carpet 카페트 차체 차체

seat 시트 차체 차체

head restraint 머리 받침 차체 차체

reclining lever 등받이 조절 레버 차체 차체

seat belt 안전 벨트 차체 차체

door assist grip 도어 손잡이 차체 차체

assist grip 손잡이 차체 차체

door lock switch 도어 잠금 스위치 차체 차체

arm rest 암 레스트 차체 차체

speaker 스피커 차체 차체

FF(Front Engine Front Drive)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FR(Front Engine Rear Drive)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RR(Rear Engine Rear Drive)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4WD(4Wheel Drive) 총륜 구동

MR(Midship Engine Rear Drive)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

surge tank 서지 탱크 엔진 엔진 본체

fuel pressure regulator 연료압 조절기 엔진 엔진 본체

cam shaft 캠축 엔진 엔진 본체

timing belt 타이밍 벨트 엔진 엔진 본체

timing cover 타이밍 커버 엔진 엔진 본체

generator 발전기 엔진 엔진 본체

drive belt 구동 벨트 엔진 엔진 본체

water pump pulley 물 펌프 풀리 엔진 엔진 본체

crank shaft pulley 크랭크 샤프트 풀리 엔진 엔진 본체

oil pump 오일 펌프 엔진 엔진 본체

throttle body 스로틀 바디 엔진 엔진 본체

cylinder head cover 실린더 헤드 커버 엔진 엔진 본체

distributor 배전기 엔진 엔진 본체

locker arm 로커 암 엔진 엔진 본체

piston 피스톤 엔진 엔진 본체

fly wheel 프라이 휠 엔진 엔진 본체

connecting rod 커넥팅 로드 엔진 엔진 본체

crank shaft 크랭크 샤프트 엔진 엔진 본체

oil fan 오일 팬 엔진 엔진 본체

oil pump strainer 오일 펌프 스트레이너 엔진 엔진 본체

cylinder head 실린더 헤드 엔진 엔진 주요부분

cylinder block 실린더 블록 엔진 엔진 주요부분

crank case 크랭크 케이스 엔진 엔진 주요부분

valve train 밸브 기구 엔진 엔진 주요부분

valve 밸브 엔진 엔진 주요부분

piston 피스톤 엔진 엔진 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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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rod 커넥팅 로드 엔진 엔진 주요부분

crank shift 크랭크 축 엔진 엔진 주요부분

oil fan 오일 팬 엔진 엔진 주요부분

power steering pump mount bolt hole 동력 조향 펌프 장착 볼트 구멍 엔진 엔진 주요부분

chain tentioner 체인 텐셔너 엔진 엔진 주요부분

chain tentioner sleeper 체인 텐셔너 슬리퍼 엔진 엔진 주요부분

timing chain 타이밍 체인 엔진 엔진 주요부분

water pump 워터 펌프 엔진 엔진 주요부분

timing chain cover 타이밍 체인 커버 엔진 엔진 주요부분

generator mount bolt hole 발전기 장착 볼트 구멍 엔진 엔진 주요부분

oil pump 오일 펌프 엔진 엔진 주요부분

chain damper 체인 댐퍼 엔진 엔진 주요부분

oil jet 오일 제트 엔진 엔진 주요부분

cylinder head cover 실린더 헤드커버 엔진 엔진 주요부분

cylinder head 실린더 헤드 엔진 엔진 주요부분

cylinder block 실린더 블록 엔진 엔진 주요부분

fly wheel 플라이 휠 엔진 엔진 주요부분

piston 피스톤 엔진 엔진 주요부분

connecting rod 커넥팅 로드 엔진 엔진 주요부분

crank shaft 크랭크 샤프트 엔진 엔진 주요부분

oil fan 오일 팬 엔진 엔진 주요부분

bearing cap 베어링 캡 엔진 엔진 주요부분

cam shaft 캠 축 엔진 엔진 주요부분

water jacket 워터 자켓 엔진 엔진 주요부분

valve 밸브 엔진 엔진 주요부분

intake port 흡기 포트 엔진 엔진 주요부분

exhaust port 배기 포트 엔진 엔진 주요부분

combustion chamber 연소실 엔진 엔진 주요부분

water jacket 워터 자켓 엔진 엔진 주요부분

connecting rod 커넥팅 로드 엔진 크랭크 기구

piston 피스톤 엔진 크랭크 기구

upper bearing 어퍼 베어링 엔진 크랭크 기구

thrust washer 스러스트 와셔 엔진 크랭크 기구

crank pin journal 크랭크 핀 저널 엔진 크랭크 기구

main journal 메인 저널 엔진 크랭크 기구

balance weight 밸런스 웨이트 엔진 크랭크 기구

oil groove 오일 홈 엔진 크랭크 기구

crank arm 크랭크 암 엔진 크랭크 기구

lower bearing 로워 베어링 엔진 크랭크 기구

balance weight 밸런스 웨이트 엔진 크랭크 기구

crank shaft 크랭크 축 엔진 크랭크 기구

1st piston 1번 피스톤 엔진 크랭크 기구

2nd piston 2번 피스톤 엔진 크랭크 기구

3rd piston 3번 피스톤 엔진 크랭크 기구

4th piston 4번 피스톤 엔진 크랭크 기구

silent shaft 사일런트 축 엔진 크랭크 기구

Print Date 10/23/2009 11:13 PM 자동차부품 영문 번역 5 of 27



Part 부품 Module Component

자동차부품 용어

fly wheel 플라이 휠 엔진 크랭크 기구

crank shaft 크랭크 축 엔진 크랭크 기구

silent chain 사일런트 체인 엔진 크랭크 기구

compression rings 압축링 엔진 크랭크 기구

oil rings 오일링 엔진 크랭크 기구

piston ring bracket 피스톤 링 브라켓 엔진 크랭크 기구

cooling oil outlet pipe 쿨링 오일 출구 파이프 엔진 크랭크 기구

connecting rod 커넥팅 로드 엔진 크랭크 기구

connecting rod oil hole 커넥팅 로드 오일 홀 엔진 크랭크 기구

cap 캡 엔진 크랭크 기구

shims 심 엔진 크랭크 기구

piston 피스톤 엔진 크랭크 기구

cooling oil retainer 쿨링 오일 리테이너 엔진 크랭크 기구

piston pin 피스톤 핀 엔진 크랭크 기구

bronzed bushed piston pin bearing 청동 부시 피스톤 핀 베어링 엔진 크랭크 기구

bolts and castle nuts 볼트 및 캐슬 너트 엔진 크랭크 기구

connecting rod bearing shell-rod half 커넥팅 로드 베어링 셀 로드 하프 엔진 크랭크 기구

shell cap half dowels 셀 캡 하프 못 엔진 크랭크 기구

connecting rod bearing shell-cap half 커넥팅 로드 베어링 셀 캡 하프 엔진 크랭크 기구

locker arm 로커 암 엔진 밸브 기구

cam shaft 캠 샤프트 엔진 밸브 기구

valve 밸브 엔진 밸브 기구

push rod 푸시로드 엔진 밸브 기구

cam shaft 캠 샤프트 엔진 밸브 기구

crank shaft 크랭크 샤프트 엔진 밸브 기구

locker arm(L) 로커 암(L) 엔진 밸브 기구

high speed cam 고속 캠 엔진 밸브 기구

low speed cam 저속 캠 엔진 밸브 기구

cam shaft 캠축 엔진 밸브 기구

locker arm(H) 로커 암(H) 엔진 밸브 기구

plunger A 플런저 A 엔진 밸브 기구

plunger B 플런저 B 엔진 밸브 기구

valve stem 밸브 스템 엔진 밸브 기구

valve guide 밸브 가이드 엔진 밸브 기구

valve face 밸브 페이스 엔진 밸브 기구

valve head 밸브 헤드 엔진 밸브 기구

alloy attached 합금 덧붙임 엔진 밸브 기구

valve stem diameter 밸브 스템 지름 엔진 밸브 기구

valve diameter 밸브 지름 엔진 밸브 기구

margin thickness 마진 두께 엔진 밸브 기구

retainer lock 리테이너 록 엔진 밸브 기구

retainer 리테이너 엔진 밸브 기구

oil seal 오일 실 엔진 밸브 기구

inner spring 이너 스프링 엔진 밸브 기구

outer spring 아우터 스프링 엔진 밸브 기구

spring seat 스프링 시트 엔진 밸브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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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용어

valve 밸브 엔진 밸브 기구

chain 체인 엔진 타이밍 체인

cam shaft sprocket 캠 축 스프로켓 엔진 타이밍 체인

chain tensioner 체인 텐셔너 엔진 타이밍 체인

chain tensioner arm 체인 텐셔너 암 엔진 타이밍 체인

chain guide 체인 가이드 엔진 타이밍 체인

oil pump sprocket 오일 펌프 스프로켓 엔진 타이밍 체인

crank shaft sprocket 크랭크 샤프트 스프로켓 엔진 타이밍 체인

outer guide link plate 아우터 가이드 링크 플레이트 엔진 타이밍 체인

inner link plate 이너 링크 플레이트 엔진 타이밍 체인

pin 핀 엔진 타이밍 체인

timing belt cam shaft driven pulley(intake) 타이밍 벨트 캠축 피동 풀리(흡기쪽) 엔진 타이밍 체인

timing belt cam shaft driven pulley(exhaust) 타이밍 벨트 캠축 피동 풀리(배기쪽) 엔진 타이밍 체인

water pump pulley 물 펌프 풀리 엔진 타이밍 체인

timing belt crank shaft driven pulley 타이밍 벨트 크랭크 축 구동 풀리 엔진 타이밍 체인

timing belt tensioner 타이밍 벨트 텐셔너 엔진 타이밍 체인

auto tensioner 오토 텐셔너 엔진 타이밍 체인

VVT-I controller VVT-I 컨트롤러 엔진 타이밍 체인

VVT-I oil control valve VVT-I 용 OCV 엔진 타이밍 체인

exhaust cam shaft 배기 캠축 엔진 타이밍 체인

intake cam shaft 흡기 캠축 엔진 타이밍 체인

VVTL oil control valve VVTL용 OCV 엔진 타이밍 체인

locker arm shaft 로커 암 샤프트 엔진 타이밍 체인

locker arm 로커 암 엔진 타이밍 체인

valve spring 밸브 스프링 엔진 타이밍 체인

intake valve 흡기 밸브 엔진 타이밍 체인

exhaust valve 배기 밸브 엔진 타이밍 체인

timing chain 타이밍 체인 엔진 타이밍 체인

locker arm body 로커암 본체 엔진 타이밍 체인

sleeper 슬리퍼 엔진 타이밍 체인

roller 롤러 엔진 타이밍 체인

lock pin (free) 록 핀(해제) 엔진 타이밍 체인

spring 스프링 엔진 윤활 계통

locker arm body 로커암 본체 엔진 타이밍 체인

sleeper 슬리퍼 엔진 타이밍 체인

roller 롤러 엔진 타이밍 체인

lock pin (lock) 록핀(고정) 엔진 타이밍 체인

oil pressure switch 오일 압력 스위치 엔진 윤활 계통

piller cap 필러 캡 엔진 윤활 계통

hydraulic type lifter 유압 리프터 엔진 윤활 계통

oil filter 오일 여과기 엔진 윤활 계통

bypass valve 바이패스 밸브 엔진 윤활 계통

fluid control 유압 조절 엔진 윤활 계통

oil pump strainer 오일 펌프 스트레이너 엔진 윤활 계통

oil fan 오일 팬 엔진 윤활 계통

oil pump 오일 펌프 엔진 윤활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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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er head 실린더 헤드 엔진 윤활 계통

oil passage 오일 통로 엔진 윤활 계통

cylinder block 실린더 블록 엔진 윤활 계통

check ball 체크 볼 엔진 윤활 계통

oil jet 오일 제트 엔진 윤활 계통

to oil fan 오일 팬으로 엔진 윤활 계통

to oil filter 오일 필터로 엔진 윤활 계통

bypass 바이패스 엔진 윤활 계통

adjustment screw 조정 나사 엔진 윤활 계통

spring 스프링 엔진 연료 계통

relief valve 유압조절밸브 엔진 윤활 계통

from oil strainer 오일 스트레이너로부터 엔진 윤활 계통

oil passage 오일 통로 엔진 윤활 계통

oil hole 오일 구멍 엔진 윤활 계통

oil groove 오일 홈 엔진 윤활 계통

oil hole 오일 구멍 엔진 윤활 계통

oil 오일 엔진 윤활 계통

rotation axle 회전 축 엔진 윤활 계통

bearing 베어링 엔진 윤활 계통

cooling fan 냉각팬 엔진 냉각 계통

exhaust port 배기구 엔진 냉각 계통

water temperature regulator 수온 조절기 엔진 냉각 계통

pressure cap 압력 캡 엔진 냉각 계통

radiator 라디에이터 엔진 냉각 계통

water jacket 물 자켓 엔진 냉각 계통

pump 펌프 엔진 냉각 계통

cooling fan 냉각팬 엔진 냉각 계통

belt drive 벨트 구동 엔진 냉각 계통

throttle body 스로틀 바디 엔진 냉각 계통

from heater 히터로부터 엔진 냉각 계통

to heater 히터로 엔진 냉각 계통

water pump 물 펌프 엔진 냉각 계통

water temperature regulator 수온 조절기 엔진 냉각 계통

radiator 라디에이터 엔진 냉각 계통

radiator 라디에이터 엔진 냉각 계통

upper tank 위 탱크 엔진 냉각 계통

radiator cap 라디에이터 캡 엔진 냉각 계통

radiator core 라디에이터 코어 엔진 냉각 계통

lower tank 아래 탱크 엔진 냉각 계통

motor type cooling fan 전동식 냉각팬 엔진 냉각 계통

pin gap 핀 간격 엔진 냉각 계통

rubber 루버 엔진 냉각 계통

pin length 핀 길이 엔진 냉각 계통

upper tank 위 탱크 엔진 냉각 계통

water tube 수관 엔진 냉각 계통

pin pitch 핀 피치 엔진 냉각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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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ey 풀리 엔진 냉각 계통

bad 불량 엔진 냉각 계통

good 양호 엔진 냉각 계통

bad 불량 엔진 냉각 계통

water pulley 물 펌프 엔진 냉각 계통

generator B fixed bolt 발전기 B 고정 볼트 엔진 냉각 계통

crank shaft pulley 크랭크축 풀리 엔진 냉각 계통

generator support nut A 발전기 서포트 너트 A 엔진 냉각 계통

delivery pipe 딜리버리 파이프 엔진 연료 계통

pulsation damper 맥동 댐퍼 엔진 연료 계통

fuel tank 연료 탱크 엔진 연료 계통

injector 인젝터 엔진 연료 계통

fuel pipe 연료 파이프 엔진 연료 계통

fuel pump 연료 펌프 엔진 연료 계통

fuel inlet 연료 주입구 엔진 연료 계통

pressure regulator 압력 조정기 엔진 연료 계통

from fuel tank 연료 탱크로부터 엔진 연료 계통

fuel injector 연료 인젝터 엔진 연료 계통

fuel filter 연료 필터 엔진 연료 계통

from fuel tank 연료 탱크로부터 엔진 연료 계통

manifold negative pressure 다기관 부압 엔진 연료 계통

pressure spring 압력 스프링 엔진 연료 계통

diaphragm 다이어프램 엔진 연료 계통

valve 밸브 엔진 연료 계통

air cleaner 공기 청정기 엔진 연료 계통

float 뜨개 엔진 연료 계통

exhaust pipe 흡기관 엔진 연료 계통

fuel tank 연료 탱크 엔진 연료 계통

air cleaner 공기 청정기 엔진 연료 계통

injection signal 분사 신호 엔진 연료 계통

injector 인젝터 엔진 연료 계통

air-flow meter 에어플로미터 엔진 연료 계통

exhaust pipe 흡기관 엔진 연료 계통

fuel tank 연료 탱크 엔진 연료 계통

filter 필터 엔진 연료 계통

spring 스프링 엔진 디젤 연료 장치

valve body 밸브 바디 엔진 연료 계통

solenoid coil 솔레노이드 코일 엔진 연료 계통

needle valve 니들 밸브 엔진 연료 계통

ball valve 볼 밸브 엔진 연료 계통

nozzle 노즐 엔진 연료 계통

injector 인젝터 엔진 연료 계통

exhaust manifold 배기 다기관 엔진 배기 계통

sub muffler 서브 소음기 엔진 배기 계통

3-way catalyst converter 삼원 촉매 엔진 배기 계통

main muffler 메인 소음기 엔진 배기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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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chamber 팽창실 엔진 배기 계통

low the exhaust pressure 배기 압력을 낮춘다 엔진 배기 계통

partition wall 격벽 엔진 배기 계통
If you connect to change the expansion length,
it become a sound of wide scope

팽창실의 길이를 바꿔서 연결하면 광범위

한 음이 된다
엔진 배기 계통

sound absorbing material 흡음제 엔진 배기 계통
It is absorbed in the sound of sound absorbing
material 흡음제에 대한 음이 흡수된다. 엔진 배기 계통

variable valve 가변 밸브 엔진 배기 계통

honey comb 하니컴 엔진 배기 계통

section 단면 엔진 배기 계통

3-way catalyst 3원 촉매 엔진 배기 계통

LAF sensor LAF센서 엔진 배기 계통

NO x absorption type catalyst NO x 흡착형 촉매 엔진 배기 계통

total mat 토탈 메트 엔진 배기 계통

intake air 흡기 엔진 배기 계통

throttle negative pressure 스로틀 부압 엔진 배기 계통

exhaust gas 배기 가스 엔진 배기 계통

EGR valve EGR 밸브 엔진 배기 계통

exhaust manifold 배기 다기관 엔진 배기 계통

exhaust pipe 배기 파이프 엔진 배기 계통

air inlet 공기 흡입구 엔진 흡기 계통

intake manifold 흡기 다기관 엔진 흡기 계통

surge tank 서지 탱크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body 스로틀 바디 엔진 흡기 계통

resonator 레조네이터(공명기, 공진기) 엔진 흡기 계통

air cleaner 공기 청정기 엔진 흡기 계통

air cleaner 공기 청정기 엔진 흡기 계통

resonator 레조네이터 엔진 흡기 계통

air inlet 공기 흡입구 엔진 흡기 계통

element 엘리먼트 엔진 흡기 계통

upper cover 위 커버 엔진 흡기 계통

air inlet 흡입구 엔진 흡기 계통

air cleaner case 공기 청정기 케이스 엔진 흡기 계통

flap 플랩 엔진 흡기 계통

from air cleaner 공기 청정기에서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valve 스로틀 밸브 엔진 흡기 계통

bypass passage 바이패스 통로 엔진 흡기 계통

Karman swirl 칼만 와류 엔진 흡기 계통

swirl pillar 와류 기둥 엔진 흡기 계통

supersonic waves transmission 초음파 발신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valve 스로틀 밸브 엔진 흡기 계통

rectifier (honey comb) 정류기 (하니컴) 엔진 흡기 계통

to computer 컴퓨터로 엔진 흡기 계통

receiver 수신기 엔진 흡기 계통

amplifier 앰프 엔진 흡기 계통

swirl correspondance supersonic waves 와류 대응 초음파 엔진 흡기 계통

pulse conversion 펄스 전환 엔진 흡기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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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wire 열선 엔진 흡기 계통

B+ 전원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valve 스로틀 밸브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lever 스로틀 레버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valve 스로틀 밸브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position sensor 스로틀 포지션 센서 엔진 흡기 계통

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 제어 유니트 엔진 흡기 계통

accel wire 엑셀 와이어 엔진 흡기 계통

accel pedal 엑셀 페달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lever 스로틀 레버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valve 스로틀 밸브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position sensor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 엔진 흡기 계통

bypass 바이패스 엔진 흡기 계통

idle control valve 공회전 제어 밸브 엔진 흡기 계통

accel position sensor (A.P.S) 액셀 포지션 센서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motor 스로틀 모터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valve 스로틀 밸브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position sensor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 엔진 흡기 계통

Idle Speed Control Valve 공회전 속도 제어 밸브 엔진 흡기 계통

throttle body 스로틀 바디 엔진 흡기 계통

surge tank 서지 탱크 엔진 흡기 계통

round type section 원형 단면 엔진 흡기 계통

cylinder head 실린더 헤드 엔진 흡기 계통

injector 인젝터 엔진 흡기 계통

length of intake pipe 흡기 파이프 길이 엔진 흡기 계통

intake port 흡기 포트 엔진 흡기 계통

intake valve 흡기 밸브 엔진 흡기 계통

surge tank 서지 탱크 엔진 흡기 계통

intake manifold 흡기 다기관 엔진 흡기 계통

intake air temperature sensor 흡기 온도 센서 엔진 제어 계통

throttle position sensor 스로틀 포지션 센서 엔진 제어 계통

O2 sensor 산소 센서 엔진 제어 계통

3-way converter 삼원 촉매 엔진 제어 계통

exhaust temperature sensor 배기 온도 센서 엔진 제어 계통

knock sensor 노크 센서 엔진 제어 계통

water temperature sensor 수온 센서 엔진 제어 계통

vibration plate 진동판 엔진 제어 계통

piezoelectric element 압전소자 엔진 제어 계통

screw 나사 엔진 제어 계통

knock sensor installed hole 노크센서 장착 구멍 엔진 제어 계통

output terminal 출력 단자 엔진 제어 계통

to atmosphere 대기쪽 엔진 제어 계통

flange (body ground) 플랜지 (차체 접지) 엔진 제어 계통

platinum electrode to atmosphere 대기쪽 백금 전극 엔진 제어 계통

fixed electrolyte(zirconia element) 고정 전해질(지르코니아 소자) 엔진 제어 계통

platinum electrode to exhaust 배기쪽 백금 전극 엔진 제어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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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ceramic) 코팅 (세라믹) 엔진 제어 계통

protection cover 보호커버 엔진 제어 계통

to exhaust gas 배기 가스 쪽 엔진 제어 계통

stainless friction plate 스테인레스 마찰판 엔진 제어 계통

hysterisis instrument 히스테리시스 기구 엔진 제어 계통

taper 테이퍼 엔진 제어 계통

return spring (doubled) 리턴 스프링 (이중) 엔진 제어 계통

magnetic 자석 엔진 제어 계통

hall element 홀 소자 엔진 제어 계통

thermistor 서미스터 엔진 제어 계통

thermistor 서미스터 엔진 제어 계통

screw 나사 엔진 제어 계통

open 열림 엔진 제어 계통

resistance body 저항체 엔진 제어 계통

close 닫힘 엔진 제어 계통

high pressure injector 고압 인젝터 엔진 디젤 연료 장치

fuel pressure sensor 연료 압력 센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common rail 커먼레일 엔진 디젤 연료 장치

pressure limit 압력 리미터 엔진 디젤 연료 장치

high pressure pipe 고압 파이프 엔진 디젤 연료 장치

intake pressure sensor 흡기 압력 센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air temperature sensor 흡기 온도 센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accelerator sensor 가속 센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accelerator pedal 가속 페달 엔진 디젤 연료 장치

rotative velocity sensor 회전 속도 센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coolant temperature sensor 수온 센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piston 피스톤 엔진 디젤 연료 장치

high pressure pump 고압 펌프 엔진 디젤 연료 장치

spring 스프링 엔진 디젤 연료 장치

solenoid valve 전자 밸브 엔진 디젤 연료 장치

outlet port 유출 구멍 엔진 디젤 연료 장치

command chamber 커맨드 실 엔진 디젤 연료 장치

command piston 커맨드 피스톤 엔진 디젤 연료 장치

needle valve 니들 밸브 엔진 디젤 연료 장치

cavity combustion chamber 캐비티 연소실 엔진 디젤 연료 장치

compression ring 압축링 엔진 디젤 연료 장치

oil ring 오일링 엔진 디젤 연료 장치

valve 밸브 엔진 디젤 연료 장치

injection nozzle 분사노즐 엔진 디젤 연료 장치

pre heating plug 예열 플러그 엔진 디젤 연료 장치

pre combustion chamber 예연소실 엔진 디젤 연료 장치

piston 피스톤 엔진 디젤 연료 장치

throttle type 스로틀 형식 엔진 디젤 연료 장치

ball type 볼 형식 엔진 디젤 연료 장치

adjust screw 조정나사 엔진 디젤 연료 장치

spring 스프링 섀시 무단변속기(C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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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push rod 1번 푸시로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nozzle holder 노즐 홀더 엔진 디젤 연료 장치

needle valve 니들 밸브 엔진 디젤 연료 장치

housing 하우징 엔진 디젤 연료 장치

insulator 절연체 엔진 디젤 연료 장치

heat coil 히트 코일 엔진 디젤 연료 장치

spill valve 스필 밸브 엔진 디젤 연료 장치

rotative velocity sensor 회전 센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pulser 펄서 엔진 디젤 연료 장치

feed pump 피드 펌프 엔진 디젤 연료 장치

roller 롤러 엔진 디젤 연료 장치

plunger 플런저 엔진 디젤 연료 장치

cam ring 캠 링 엔진 디젤 연료 장치

timer piston 타이머 피스톤 엔진 디젤 연료 장치

timer control valve 타이머 제어밸브 엔진 디젤 연료 장치

battery 축전지 전기 기동 장치

ignition switch 점화 스위치 전기 기동 장치

starting motor ; starter 기동 전동기 전기 기동 장치

pinion gear 피니언 기어 전기 기동 장치

ring gear 링 기어 전기 기동 장치

magnetic switch 전자식 스위치 전기 기동 장치

plunger 플런저 전기 기동 장치

return spring 리턴 스프링 전기 기동 장치

spiral splines 스파이럴 스플라인 전기 기동 장치

bushing 부싱 전기 기동 장치

pinion stop 피니언 스톱 전기 기동 장치

over running clutch 오버 런닝 클러치 전기 기동 장치

assist spring 어시스트 스프링 전기 기동 장치

field coil 계자 코일 전기 기동 장치

armature 전기자 전기 기동 장치

armature shaft 전기자 축 전기 기동 장치

clutch start switch 클러치 기동 스위치 전기 기동 장치

clutch start switch return bracket 클러치 기동 스위치 리턴 브라켓 전기 기동 장치

clutch pedal 클러치 페달 전기 기동 장치

switch adjusting bolt 스위치 조정 볼트 전기 기동 장치

switch attaching nut 스위치 장착 너트 전기 기동 장치

locking washer 고정 와셔 전기 기동 장치

neutral safety switch 중립 안전 스위치 전기 기동 장치

battery 축전지 전기 점화 장치

ignition switch 점화 스위치 전기 점화 장치

ignition coil 점화 코일 전기 점화 장치

distributor 배전기 전기 점화 장치

condenser 컨덴서 전기 점화 장치

vacuum advancer 진공 진각기 전기 점화 장치

rotor 로터 전기 점화 장치

spark plug 점화 플러그 전기 점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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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camshaft 흡기 캠축 전기 점화 장치

cam shaft position sensor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 전기 점화 장치

crank shaft position sensor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전기 점화 장치

high tension cable 고압 케이블 전기 점화 장치

spark plug cap 점화 플러그 캡 전기 점화 장치

igniter 이그나이터 전기 점화 장치

primary coil 1차 코일 전기 점화 장치

center coil 중심 코일 전기 점화 장치

iron core 철심 전기 점화 장치

primary coil 1차 코일 전기 점화 장치

secondary coil 2차 코일 전기 점화 장치

magnetic field 자속 통로 전기 점화 장치

spark plug 점화 플러그 전기 점화 장치

battery 축전지 전기 충전 장치

ignition switch 점화 스위치 전기 충전 장치

alternate current generators (=alternator) 교류 발전기 전기 충전 장치

amperemeter 전류계 전기 충전 장치

front cover 앞 커버 전기 충전 장치

stator 스테이터 전기 충전 장치

cooling fan 냉각 팬 전기 충전 장치

voltage regulator 전압 조정기 전기 충전 장치

slip ring 슬립 링 전기 충전 장치

diode 다이오드 전기 충전 장치

stator coil 스테이터 코일 전기 충전 장치

rotor core 로터 철심 전기 충전 장치

rotor coil 로터 코일 전기 충전 장치

pulley 풀리 전기 충전 장치

cover 커버 전기 충전 장치

+ terminal post + 단자 기둥 전기 충전 장치

vent plug 벤트 플러그 전기 충전 장치

- terminal post - 단자 기둥 전기 충전 장치

- negative plate - 극판 전기 충전 장치

seperators 격리판 전기 충전 장치

positive plate + 극판 전기 충전 장치

cell 셀 전기 충전 장치

connector 커넥터 전기 충전 장치

case 케이스 전기 충전 장치

battery 축전지 전기 충전 장치

starter 기동 전동기 전기 충전 장치

starter cut relay (M/T) 기동 차단 릴레이(수동변속기) 전기 충전 장치

clutch interlock switch 클러치 인터록 스위치 전기 충전 장치

inhibitor switch (A/T) 인히비터 스위치(자동변속기) 전기 충전 장치

lens 렌즈 전기 등화 장치

filament 필라멘트 전기 등화 장치

reflector 반사경 전기 등화 장치

light with high beam on 상향등 전기 등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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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with low beam on 하향등 전기 등화 장치

bulb socket 전구 소켓 전기 등화 장치

ens/ reflector 반사경 전기 등화 장치

bulb assembly 전구 전기 등화 장치

plastic base 플라스틱 베이스 전기 등화 장치

lock 잠김 전기 등화 장치

unlock 열림 전기 등화 장치

bulb retaining ring 전구 리테이닝 링 전기 등화 장치

connector 커넥터 전기 등화 장치

filament 필라멘트 전기 등화 장치

indexing pin 인덱싱 핀 전기 등화 장치

terminal 터미널 전기 등화 장치

head lamp high 전조등(상향등) 전기 등화 장치

head lamp low 전조등(하향등) 전기 등화 장치

turn signal lamp or flasher 방향지시등 전기 등화 장치

clearance lamp or position lamp 차폭등 전기 등화 장치

fog lamp 안개등 전기 등화 장치

room lamp 실내등 전기 등화 장치

stop lamp 제동등 전기 등화 장치

tail lamp 미등 전기 등화 장치

back-up lamp 후진등 전기 등화 장치

license plate lamp 번호판등 전기 등화 장치

wiper blade 와이퍼 블레이드 전기 기타 장치

arm 암 전기 기타 장치

link rod 링크 로드 전기 기타 장치

wiper motor 와이퍼 모터 전기 기타 장치

contact point 접점 전기 기타 장치

worm gear 웜기어 전기 기타 장치

cam plate 캠판 전기 기타 장치

brush 브러시 전기 기타 장치

ferrite magnet 페라이트 자석 전기 기타 장치

armature 전기자 전기 기타 장치

rain sensor 레인 센서 전기 기타 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 ECU 전기 기타 장치

concave mirror 오목면 거울 전기 기타 장치

slit 슬릿 전기 기타 장치

photo diode 포토 다이오드 전기 기타 장치

luminescent diode 발광 다이오드 전기 기타 장치

mirror 거울 전기 기타 장치

heater panel 히터 패널 전기 기타 장치

piezoelectric vibration element 압전 진동자 전기 기타 장치

motor 모터 전기 기타 장치

limit switch 리밋 스위치 전기 기타 장치

base 베이스 전기 기타 장치

reduction gear 감속기어 전기 기타 장치

mirror body 미러 보디 전기 기타 장치

Print Date 10/23/2009 11:13 PM 자동차부품 영문 번역 15 of 27



Part 부품 Module Component

자동차부품 용어

clutch 클러치 전기 기타 장치

mirror holder 미러 홀더 전기 기타 장치

pivot screw 비펏 스크류 전기 기타 장치

contact assy-clock spring 컨텍트 앗세이-클럭 스프링 전기 기타 장치

wiring harness-a/bag 와이어링-하니스 에어백 전기 기타 장치

cam-cancel 캠-캔슬 전기 기타 장치

lever assy-lighting & T/SIG 레버 앗세이-라이팅 & 턴 시그널 전기 기타 장치

lever assy-wiper & washer 레버 앗세이-와이퍼 & 와셔 전기 기타 장치

cord assy-horn 코드 앗세이-혼 전기 기타 장치

frame moulding 프레임 몰딩 전기 기타 장치

delta moulding 델타 몰딩 전기 기타 장치

glass 유리 전기 기타 장치

weather strip 웨더 스트립 전기 기타 장치

frame garnish 프레임 가니시 전기 기타 장치

inner cover 안 커버 전기 기타 장치

weather strip 웨더 스트립 전기 기타 장치

trim seal 트림 시일 전기 기타 장치

seal 시일 전기 기타 장치

frame garnish 프레임 가니시 전기 기타 장치

weather strip 웨더 스트립 전기 기타 장치

frame moulding 프레임 몰딩 전기 기타 장치

drip weather strip 드립 웨더스트립 전기 기타 장치

cover assembly 커버 어셈블리 전기 기타 장치

body weather strip 보디 웨더스트립 전기 기타 장치

side weather strip 사이드 웨더스트립 전기 기타 장치

trim seal 트림 시일 전기 기타 장치

motor assy power window regulator 모터 앗세이-파워 윈도우 레귤레이터 전기 기타 장치

regulator front door power window 레귤레이터-프론트 도어 파워윈도우 전기 기타 장치

bumper cover 범퍼 커버 전기 기타 장치

energy absorbent bumper 에너지 흡수 범퍼 전기 기타 장치

reinforcement 보강재 전기 기타 장치

side retainer 사이드 리테이너 전기 기타 장치

side support 사이드 서포트 전기 기타 장치

moulding 몰딩 전기 기타 장치

lower retainer 로어 리테이너 전기 기타 장치

side mounting bracket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 전기 기타 장치

bumper arm 범퍼 암 전기 기타 장치

pad-instrument 패드-인스트루먼트 전기 기타 장치

nut-spring 너트-스프링 전기 기타 장치

blanking cover-auto light sensor 블랭킹 커버-오토 라이트 센서 전기 기타 장치

cover-photo sensor blanking 커버-포토센서 블랭킹 전기 기타 장치

cover-defroster nozzle 커버-디프로스터 노즐 전기 기타 장치

nozzle assy-defroster 노즐 앗세이-디프로스터 전기 기타 장치

hose assy-side defroster 호스 앗세이-사이드 디프로스터 전기 기타 장치

connector assy-heater to air vent 커넥터 앗세이-히터 투 에어 벤트 전기 기타 장치

duct assy-side air vent 덕트 앗세이-사이드 에어 벤트 전기 기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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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crash pad side mounting blanking 커버-크러쉬패드 사이드 마운팅 블랭킹 전기 기타 장치

panel assy-cluster facia 판넬 앗세이-클러스터 페이셔 전기 기타 장치

relay-power 릴레이-파워 전기 기타 장치

ETACS 에탁스 전기 기타 장치

control unit-air bag 컨트롤 유니트-에어백 전기 기타 장치

sensor assy-satellite 센서 앗세이-위성 전기 기타 장치

pad-support satellite sensor 패드-써포트 위성 센서 전기 기타 장치

unit assy-ECS 유니트 앗세이-ECS 전기 기타 장치

module assy-EPS 모듈 앗세이 EPS 전기 기타 장치

unit assy-VAS 유니트 앗세이-VAS 전기 기타 장치

unit assy-hands free 유니트 앗세이-핸즈 프리 전기 기타 장치

unit assy-BWS 유니트 앗세이-BWS 전기 기타 장치

sensor & unit assy-rain 센서 & 유니트 앗세이-레인 전기 기타 장치

cover-rain sensor 커버-레인 센서 전기 기타 장치

siren assy-burglar alarm 사이렌 앗세이-버글러 알람 전기 기타 장치

receiver assy-keyless entry 리시버 앗세이-키레스 엔트리 전기 기타 장치

unit assy-folding mirror 유니트 앗세이-폴딩 미러 전기 기타 장치

buzzer assy-piezo 부저 앗세이-피에조 전기 기타 장치

transmitter assy 트렌스미터 앗세이 전기 기타 장치

clutch master cylinder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섀시 클러치

pedal 페달 섀시 클러치

fly wheel 프라이 휠 섀시 클러치

clutch disc 클러치 디스크 섀시 클러치

clutch cover 클러치 커버 섀시 클러치

release bearing 릴리즈 베어링 섀시 클러치

release fork 릴리즈 포크 섀시 클러치

clutch cover 클러치 커버 섀시 클러치

friction clutch 마찰 클러치 섀시 클러치

diaphragm spring 막 스프링 섀시 클러치

main shaft 주축 섀시 클러치

release bearing 릴리즈 베어링 섀시 클러치

ring gear 링 기어 섀시 클러치

release fork 릴리즈 포크 섀시 클러치

fly wheel 플라이 휠 섀시 클러치

clutch disc 클러치 디스크 섀시 클러치

release bearing 릴리즈 베어링 섀시 클러치

release fork 릴리즈 포크 섀시 클러치

pump 펌프 섀시 클러치

turbine 터빈 섀시 클러치

stator 스테이터 섀시 클러치

fly wheel 프라이 휠 섀시 클러치

coil 코일 섀시 클러치

powder 철분 섀시 클러치

brush ring 브러시 링 섀시 클러치

rotor 수동판 섀시 클러치

synchro point 동기 포인트 섀시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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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coil 여자 코일 섀시 클러치

yoke 요크 섀시 클러치

powder 철분 섀시 클러치

output shaft 출력축 섀시 클러치

input 입력 섀시 클러치

trans axle 트랜스 액슬 섀시 변속기

input cluster shaft 입력축 섀시 변속기

main shaft 주축 섀시 변속기

driving axle 구동축 섀시 변속기

engine 엔진 섀시 변속기

ring gear 링 기어 섀시 변속기

differential 차동장치 섀시 변속기

pinion gear  피니언 기어 섀시 변속기

driving axle 구동축 섀시 변속기

stabilizer rubber insulator 스태빌라이저 인 섀시 변속기

stabilizer 스태빌라이저 섀시 변속기

gearshift lever 기어 변속 레버 섀시 변속기

selector rod 셀렉터 로드 섀시 변속기

selector rod boot 셀렉터 로드 부트 섀시 변속기

shift housing 변속 하우징 섀시 변속기

stabilizer to floor pan rubber mounting 고무 마운팅 섀시 변속기

turbine 터빈 섀시 변속기

pump 펌프 섀시 변속기

AT (automatic transmission) 자동 변속기 섀시 변속기

turbine runner 터빈 러너 섀시 변속기

pump impeller 펌프 임펠러 섀시 변속기

stator 스테이터 섀시 변속기

pump impeller 펌프 임펠러 섀시 변속기

turbine runner 터빈 런너 섀시 변속기

stator 스테이터 섀시 변속기

guide ring 가이드 링 섀시 변속기

seal kit-A/T FR & RR end clutch 실 킷-오토미션 프론트&리어 엔드 클러치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seal kit-A/T oil pump 실 킷- 오토미션 오일 펌프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seal kit-A/T valve body 실 킷- 오토미션 밸브 바디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seal kit-FR disc brake 실 킷-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ring-retaining 링-리테이닝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spacer-differential bearing 스페이서-디퍼렌셜 베어링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spacer set-differential gear 스페이서 셋-디퍼렌셜 기어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bearing-needle roller 베어링-니들 롤러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gear-reverse idler 기어-리버스 아이들러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gasket-reverse idler gear shaft 개스킷-리버스 아이들러 기어 축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shaft-reverse idler gear 샤프트-리버스 아이들러 기어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case-differential 케이스-디퍼렌셜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washer 와셔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bearing-T/A gear 베어링-트랜스액슬 기어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gear-differential drive 기어-디퍼렌셜 드라이브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Print Date 10/23/2009 11:13 PM 자동차부품 영문 번역 18 of 27



Part 부품 Module Component

자동차부품 용어

gear-speedometer drive 기어-스피드 메타 드라이브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converter assy-torque 컨버터 앗세이-토크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ring-seal 링-실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pump assy-oil 펌프 앗세이-오일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seal-oil pump body oil 실-오일 펌프 바디 오일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gasket-oil pump 개스킷-오일 펌프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ring-O 링-O 섀시 트랜스 액슬 가스켓 키트

belt 벨트 섀시 무단변속기(CVT)
conical pulley 월뿔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primary pulley 1차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secondary pulley 2차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engine 엔진 섀시 무단변속기(CVT)
centrifugal clutch 원심 클러치 섀시 무단변속기(CVT)
propeller shaft 추진축 섀시 무단변속기(CVT)
side gear 사이드 기어 (전진) 섀시 무단변속기(CVT)
reverse gear 후진 기어 섀시 무단변속기(CVT)
conical pulley (input) 원추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rubber belt 고무 벨트 섀시 무단변속기(CVT)
output gear 출력 기어 섀시 무단변속기(CVT)
spring 스프링 섀시 무단변속기(CVT)
final reduction gear 종감속 기어 섀시 무단변속기(CVT)
conical pulley output 원추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fixed pulley 고정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variable pulley 가동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centrifugal ball 원심볼 섀시 무단변속기(CVT)
input shaft 입력축 섀시 무단변속기(CVT)
belt 벨트 섀시 무단변속기(CVT)
fixed pulley 고정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drive pulley 구동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key pin 키핀 섀시 무단변속기(CVT)
input shaft 입력축 섀시 무단변속기(CVT)
output shaft 출력축 섀시 무단변속기(CVT)
fixed pulley 고정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driven pulley 수동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spring 스프링 섀시 무단변속기(CVT)
key pin 키핀 섀시 무단변속기(CVT)
DC motor DC  모터 섀시 무단변속기(CVT)
actuator gear 액츄에이터 기어 섀시 무단변속기(CVT)
key pin 키핀 섀시 무단변속기(CVT)
screw shaft 나사축 섀시 무단변속기(CVT)
slide gear 슬라이드 기어 섀시 무단변속기(CVT)
primary variable pulley 1차 가동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primary gear 1차 기어 섀시 무단변속기(CVT)
primary fixed pulley 1차 고정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secondary variable pulley 2차 가동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secondary fixed pulley 2차 고정 풀리 섀시 무단변속기(C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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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oling fan 공랭식 팬 섀시 무단변속기(CVT)
spring 스프링 엔진 타이밍 체인

torque cam 토크 캠 섀시 무단변속기(CVT)
spider 스파이더 섀시 드라이브 라인

shaft 추진축 섀시 드라이브 라인

yoke 요크 섀시 드라이브 라인

flexible joint 플렉시블 조인트 섀시 드라이브 라인

hook joint 훅 조인트 섀시 드라이브 라인

outer ball race 외륜 섀시 드라이브 라인

ball 볼 섀시 드라이브 라인

cage 케이지 섀시 드라이브 라인

inner ball race 내륜 섀시 드라이브 라인

universal joint 자재이음 섀시 차동 장치

drive pinion gear 구동 피니언 기어 섀시 차동 장치

ring gear 링 기어 섀시 차동 장치

differential pinion shaft 차동 피니언 축 섀시 차동 장치

differential pinion gear 차동 피니언 기어 섀시 차동 장치

side gear 사이드 기어 섀시 차동 장치

axle shaft 구동축 섀시 차동 장치

ring gear 구동 기어(링기어) 섀시 차동 장치

drive pinion 구동 피니언 기어 섀시 차동 장치

pinion gear 차동 피니언 기어 섀시 차동 장치

differential case 차동 케이스 섀시 차동 장치

differential side gear 사이드 기어 섀시 차동 장치

rolling 롤링 섀시 현가 장치

pitching 피칭 섀시 현가 장치

yowing 요잉 섀시 현가 장치

bouncing 바운싱 섀시 현가 장치

rigid axle 일체식 차축 섀시 현가 장치

independent suspension type 독립 현가식 섀시 현가 장치

check valve 첵 밸브 섀시 현가 장치

packing 패킹 섀시 현가 장치

nitrogen gas 질소가스 섀시 현가 장치

reserve tube 리저버 섀시 현가 장치

piston valve 피스톤 밸브 섀시 현가 장치

outer tube 외통 섀시 현가 장치

base valve 베이스 밸브 섀시 현가 장치

free piston 프리 피스톤 섀시 현가 장치

oil 오일 섀시 현가 장치

rod guide 로드 가이드 섀시 현가 장치

frame 프레임 섀시 현가 장치

shackle 섀클 섀시 현가 장치

shock absorber 쇽 업소버 섀시 현가 장치

leaf spring 판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coil spring 코일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shock absorber 쇽 업소버 섀시 현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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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arm 로어 암 섀시 현가 장치

stabilizer 스태빌라이저 섀시 현가 장치

strut bar 스트럿 바 섀시 현가 장치

coil spring 코일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cross member 크로스 멤버 섀시 현가 장치

shock absorber 쇽 업소버 섀시 현가 장치

stabilizer 스태빌라이져 섀시 현가 장치

control arm 컨트롤 암 섀시 현가 장치

steering knuckle 조향 너클 섀시 현가 장치

wheel spindle 휠 스핀들 섀시 현가 장치

strut mount 스트러트 마운트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offset angle 오프셋 각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lower arm 로어 암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knuckle spindle 너클 스핀들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steering axle inclination 조향축 경사각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lower control arm 로어 콘드롤 암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stabilizer 스태빌라이저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upper control arm 어퍼 콘트롤 암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suspension support 현가 서포트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upper arm 어퍼암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coil spring 코일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shock absorber 쇽 업소버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lower arm 로어암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stabilizer 스태빌라이저 섀시 현가 장치 (앞 현가 방식)
shock absorber 쇽 업소버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oil spring 코일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lateral rod 래터럴 로드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tabilizer 스태비라이저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lower link 로어 링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upper link 어퍼 링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wing arm 스윙 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ivot 피벗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wing arm 스윙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ivot 피벗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front upper link 프론트 어퍼 링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ear upper link 리어 어퍼 링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uspension member 현가 멤버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hock absorber assembly 쇽 업소버 어셈블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tabilizer 스태빌라이저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lower arm 로어 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hock absorber 쇽 업소버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oil spring 코일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torsion beam 토션 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trailing arm 트레일링 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torsion beam 토션 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lateral rod 레터럴 로드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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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od 제어로드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eam assembly 빔 어셈블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trailing arm 트레일링 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tabilizer 스태빌라이저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G-sensor G 센서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olenoid 솔레노이드 코일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needle valve 니들 밸브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eservoir tank 리저버 탱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oil pump 오일 펌프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main valve 메인 밸브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oil spring 코일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ower cylinder 파워 실린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iston rod 피스톤 로드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iston 피스톤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gas chamber 가스실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cumulator 축압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ase valve 베이스 밸브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tuator 액츄에이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ub-air chamber 부 공기실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main air chamber 주 공기실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low pressure gas 저압 가스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otary valve 로터리 밸브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oil spring 코일 스프링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ir chamber 공기실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diaphagm 다이어프램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djustable valve 감쇠 가변밸브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iston 피스톤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damping valve 감쇠 밸브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racket-rear actuator 브래킷-리어 액튜에이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racket assy-front 브래킷 앗세이-프론트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ap-ECS 캡-ECS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ad front spring upper 패드-프론트 스프링 어퍼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ushing-upper{A} front 부싱-어퍼{A} 프론트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ing-top mounting 링-톱 마운팅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tuator assy-front 액튜에이터 앗세이-프론트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fork-front shock absorber mounting 포크-프론트 쇼키 업소버 마운팅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ollar 칼라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washer 와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hock absorber rear 쇽 업소버, 리어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ush-rear shock absorber lower 부시-리어 쇽 업소버, 로어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over, dust 커버, 더스트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up assy 컵 앗세이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rkt assy-rear shock absorber mounting 브래킷 앗세이-리어 쇽 업소버 마운팅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ollar 칼라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cap-rear, ECS 캡-리어, ECS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pad-rear spring upper 패드-리어 스프링 어퍼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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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ing-upper{A} rear 부싱-어퍼{A} 리어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ush-upper 부시-어퍼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washer-plain 와셔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umper-rear 범퍼-리어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spring assy-rear 스프링 앗세이 리어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tuator assy-rear 액튜에이터 앗세이-리어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racket-rear actuator 브래킷-리어 액튜에이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tuator 액츄에이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vehicle speed sensor 차속 센서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break oil pressure switch 브레이브 액압 스위치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celerator switch 가속페달 스위치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ECS switch ECS  스위치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electronic control unit ECU (컴퓨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ight actuator 우측 액츄에이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left actuator 좌측 액츄에이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tuator(in) 액츄에이터(흡입)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ctuator(out) 액츄에이터(배출)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eservoir tank 리저버 탱크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eturn pump 리턴 펌프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air compressure 공기 압축기 섀시 현가 장치 (뒤 현가 방식)
reservoir tank 리저버 탱크 섀시 동력 조향 장치

steering column 조향 컬럼 섀시 동력 조향 장치

shift lever 시프트 레버 섀시 동력 조향 장치

steering column tube 조향 컬럼 튜브 섀시 동력 조향 장치

intermediate shaft 중간축 섀시 동력 조향 장치

power steering oil pump 동력조향용 오일펌프 섀시 동력 조향 장치

steering gear box 조향 기어박스 섀시 동력 조향 장치

rotor 로터 섀시 동력 조향 장치

housing 하우징 섀시 동력 조향 장치

pulley 풀리 섀시 동력 조향 장치

vane 베인 섀시 동력 조향 장치

rotor 로터 섀시 동력 조향 장치

flow control valve 유량 제어 밸브 섀시 동력 조향 장치

vane 베인 섀시 동력 조향 장치

rotor 로터 섀시 동력 조향 장치

control valve 제어 밸브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torsion bar 토션 바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control valve 제어 밸브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pinion gear 피니언 기어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rack 랙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shaft 축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rotor 로터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valve port 밸브 포트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rotor housing 로터 하우징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pinion gear 피니언 기어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rack 랙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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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iston 동력 피스톤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power cylinder 동력 실린더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solenoid valve 솔레노이드 밸브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control valve 제어 밸브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rotor housing 로터 하우징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torsion bar 토션 바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reservoir tank 리저버 탱크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oil pump 오일 펌프 섀시 동력 조향 장치 (유압식)
caster angle 캐스터 각 섀시 휠 얼라이먼트

trail 트레일 섀시 휠 얼라이먼트

camber angle 캠버 각 섀시 휠 얼라이먼트

king pin angle 킹핀 각 섀시 휠 얼라이먼트

king pin 킹핀 섀시 휠 얼라이먼트

scrub radius 스크러브 반경 섀시 휠 얼라이먼트

toe-in A < B = 토인 섀시 휠 얼라이먼트

toe-out A > B = 토아웃 섀시 휠 얼라이먼트

king pin inclination (KPI) 킹핀 경사각 섀시 휠 얼라이먼트

king pin 킹핀 섀시 휠 얼라이먼트

supply tank 공급 탱크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1st cup 1차 컵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cylinder body 실린더 보디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return spring 리턴 스프링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contact plate 접촉판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float 뜨개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return port 리턴 구멍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return spring 리턴 스프링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push rod 푸시 로드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check valve 첵 밸브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1st piston 1차 피스톤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2nd cup 2차 컵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snap ring 스냅 링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gap adjuster 간극 조정 기구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wheel cylinder 휠 실린더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brake shoe 브레이크 슈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brake drum 브레이크 드럼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return spring 리턴 스프링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piston 피스톤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expanding spring 확장 스프링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boots 부트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wheel cylinder 휠 실린더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return spring 리턴 스프링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brake shoe 브레이크 슈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parking strut 주차 스트럿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adjust wheel 조정 휠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auto adjuster 자동 조정 기구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parking brake lever 주차 브레이크 레버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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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테이블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brake lining 브레이크 라이닝 섀시 제동 장치 (마스터 실린더)
wheel cylinder 휠 실린더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return spring 리턴 스프링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shoe hold down 슈 홀드 다운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ack plate 백 플레이트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leading shoe 리딩 슈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lining 라이닝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trailing shoe 트레일링 슈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shoe anchor 슈 앵커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ack plate 백 플레이트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adjust nut 조정 너트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rake shoe 브레이크 슈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lining 라이닝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wheel cylinder 휠 실린더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return spring 리턴 스프링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disc 디스크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rake hose 송유관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piston 피스톤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cylinder 실린더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piston seal 피스톤 시일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rake pad 패드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caliper 캘리퍼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fin 핀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rake pad 브레이크 패드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disc 디스크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caliper 캘리퍼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rake hose & pipe 송유관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cylinder 실린더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piston 피스톤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oil pressure 유압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to wheel 바퀴쪽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plunger 플런저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p-valve piston 프로포셔닝 밸브 피스톤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by-pass piston 바이패스 피스톤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to front wheel cylinder 앞 휠 실린더로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to rear wheel cylinder 뒤 휠 실린더로 섀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종류)
air compressor 공기 압축기 섀시 ABS
air pressure regulator 압력 조정기 섀시 ABS
safety valve 안전 밸브 섀시 ABS
air tank 공기 탱크 섀시 ABS
brake valve 브레이크 밸브 섀시 ABS
relay valve 릴레이 밸브 섀시 ABS
brake chamber 브레이크 챔버 섀시 ABS
brake pedal 브레이크 페달 섀시 ABS
master cylinder 마스터 실린더 섀시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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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unit 하이드롤닛 유닛 섀시 ABS
ABS-ECU 전자제어 유닛 섀시 ABS
wheel speed sensor 휠 속도 센서 섀시 ABS
caliper 캘리퍼 섀시 ABS
disc 디스크 섀시 ABS
master cylinder 마스터 실린더 섀시 ABS
brake booster 브레이크 부스터 섀시 ABS
modulator 모듈레이터 섀시 ABS
control unit 제어 유닛 섀시 ABS
gear pulser 기어 펄서 섀시 ABS
wheel speed sensor 휠 센서 섀시 ABS
power unit 파워 유닛 섀시 ABS
rotor 로터 섀시 ABS
pulser 펄서 섀시 ABS
magnet 마그넷 섀시 ABS
speed sensor 속도 센서 섀시 ABS
coil 코일 섀시 ABS
wheel cover 휠 커버 섀시 휠 허브

stud hole 스텃 구멍 섀시 휠 허브

rim wall 림 웰 섀시 휠 허브

wheel rim 휠 림 섀시 휠 허브

wall 월 섀시 휠 허브

hub flange 허브 플랜지 섀시 휠 허브

stud bolt 스텃 볼트 섀시 휠 허브

hub 허브 섀시 휠 허브

wheel nut 휠 너트 섀시 휠 허브

tread 트레드 섀시 휠 허브

tread pattern 트레드 패턴 섀시 휠 허브

side wall 사이드 월 섀시 휠 허브

breaker 브레이커 섀시 휠 허브

carcass 카카스 섀시 휠 허브

liner 라이너 섀시 휠 허브

bead wire 비드 와이어 섀시 휠 허브

crown area 크라운 부 섀시 휠 허브

sholder area 숄더 부 섀시 휠 허브

side area 사이드 부 섀시 휠 허브

bead area 비드 부 섀시 휠 허브

disc-rear brake 디스크-리어 브레이크 섀시 휠 허브

bolt-hub 볼트-허브 섀시 휠 허브

carrier assy-rear axle 캐리어 앗세이-리어 액슬 섀시 휠 허브

stud-rear shock absorber mounting 스터드-리어 쇼크 업소버 마운팅 섀시 휠 허브

bush-trailing arm 부시-트레일링 암 섀시 휠 허브

hub & bearing assy-rear 허브 & 베어링 앗세이-리어 섀시 휠 허브

hub assy-front wheel 허브 앗세이-프론트 휠 섀시 휠 허브

cover-dust 커버-더스트 섀시 휠 허브

disc-front brake 디스크-후론트 브레이크 섀시 휠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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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ckle-front axle 너클-후론트 액슬 섀시 휠 허브

ring-snap 링-스냅 섀시 휠 허브

bearing-front wheel 베어링-프론트 휠 섀시 휠 허브

ball joint 볼 조인트 섀시 휠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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