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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경고등

엔진 전자제어 장치나 배기

가스 제어, 연료 공급 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된다. 켜

진 채로 주행하면 운전 성능

과 연비 저하, 개기 제어 계통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TPMS(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때 점

등된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

으면 노면과의 접지 면적이 

넓어져 과열 및 연료 소모 

과다를 유발하며 타이어 파

손의 원인이 된다. 

ABS 경고등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막아주는 시스템인 

ABS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

음을 의미한다. 계속 경고등

이 들어와도 방치하면 큰 사

고로 이어질 수 있다.

ESC 경고등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

짐을 감지해 브레이크 압

력과 엔진 출력을 제어하

는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장치에 이상이 생겼

을 경우 점등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드드득’

소리

브레이크는 안전을 가장 

크게 책임지는 부품으로 브

레이크를 밟을 때 소리가 나

면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된

다. 일반적인 경우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원인이므로 브

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야 한

다. 브레이크 패드는 보통 3mm 이하로 

남게 되면 제동 기능이 약해진다.

시동 걸 때 ‘끼긱’, ‘컬컬’ 소리

타이밍벨트 장력에 문제

가 생긴 것으로 조정 또는 

교체해야 한다. 장시간 방치

하면 결국 벨트가 끊어져 차

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동이 걸릴 듯 말 듯

한 소리가 나거나 힘을 받지 

못한다면 배터리나 점화 플

러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부품을 교

체해야 한다.

핸들 돌릴 때 ‘뚝뚝’ 소리

핸들을 어느 한 쪽으로 끝

까지 돌리면‘뚝뚝’소리가 

발생한다면 등속조인트의 

문제일 수 있다. 등속조인

트는  엔진에서 발생한 힘을 

자동차 바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등

속조인트 수명을 늘리려면 

조향 시 핸들을 천천히, 부

드럽게 조작하고 U턴할 때는 미리 핸

들을 꺾어 두고 기다린다. 

브레이크 경고등

 주차 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

도 시동을 켜면 경고등이 켜

졌다 꺼진다. 계속 켜진다면 

브레이크액 부족 또는 브레

이크 패드가 마모 됐을 가능

성이 높다.

엔진오일 경고등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펌프 고장 등 유압이 낮아지

면 점등된다. 엔진오일이 부

족한 상태로 주행을 계속할 

경우 엔진 고장의 위험이 높

으므로 점검 후 보충해야 한다. 

배터리 충전 경고등

배터리 방전이나 팬벨트가 

끊어졌을 때 점등된다. 점등

상태로 주행하면 과열이나 

배터리 방전을 일으킬 수 있

다. 또 라디에이터 팬 등도 손

상을 입을 수 있다.

냉각수 경고등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

로 높다는 의미로(120도 이

상), 이 경우 엔진 과열과 같

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즉각 정차하여 온도 확

인 및 냉각수 양을 점검해야 한다.

색깔, 소리가 알려주는 자동차 이상 신호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오는 경고등은 색깔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당장 점검해야 할 차량 문제는 빨간색 , 주행과

는 무관하나 안전에 위험한 요인이 있을 땐 노략색, 차량 위험 신호가 아닌 현재 동작되고 있는 차량 기능은 초록색 등이 

켜진다.  자동차의 상태는 소리로도 알 수 있다. 평소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인다면 원인을 찾아 수리해야 한다.

빨간색 경고등  - “즉시 조치!” 주황색 경고등 - “조속히 점검!”

이상 소리에  따른 차량 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