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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소개합니다.



엔진시동전 점검 엔진시동

LPG탱크의 액출밸브와 기출밸브의 열림
상태 및 충전밸브의 닫힘 상태를 점검하
십시오.

각 연결부위 및 연료파이프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엔진에서 베이퍼라이저로 연결된 냉각수
호스의 연결부위 및 호스의 누수상태를 점
검하고, 누수시 교환 또는 재조립하여 누수
를 방지하십시오.

라디에이터의 냉각수량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충하십시오.

연료누출을 점검할 때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눗물을 사용하십
시오. 만일 가스가 누출되면 누출부위의 부품
을 교환 또는 LPG용 씰을 사용하여 가스의
누출을 막은후,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서 점검
을 받으십시오.

액출밸브(적색) 및 기출밸브(황색)를 각각
여십시오. 출고시 액출밸브와 기출밸브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시동키“ON”위치에서 계기판의 LPG연료
차단지시등의 소등상태를 확인한 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거십
시오.

계기판의 LPG연료 차단지시등이
점등되었을 경우에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
으므로, LPG 연료차단 스위치를 눌러 지시
등을 소등시켜 연료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겨울철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기 전
에 반드시 LPG 연료차단 스위치를 눌러 연
료를 차단한 다음 시동이 꺼질때까지 기다
린 후 키를 뽑아 주십시오. 이때 변속레버는
반드시 중립 또는 주차에 위치시키십시오.

주

주

이는 연료호스내 남은 LPG연료가 동결되
어 다음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엔진이 꺼질때까지 약 1분정도 소요되며,
가속페달을 밟으면 꺼짐까지의 시간이 단
축됩니다.

시동이 꺼지는 순간에는 약간의 엔진떨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3~4회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
리지 않는 경우에는 잠시 기다린 후(약 1분),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은 채로 키를 START
위치로 하여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리면 발
을 떼십시오.

겨울철 냉각수온도가 15°C 이하이
면 엔진이 워밍업될때까지 기상연료가 공급되
며, 동시에 LPG 기상지시등이 점등됩니다.
이때는 가능한한 엔진의 워밍업이 완료되어
LPG 기상지시등이 소등된 후 운행을 시작하
십시오. 

주

6-2 LPG 관련사항

주 의
주 의



LPG 관련사항 6-3

차량 운행시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
십시오.

◦연료계통의 파이프 손상, 연결부위이완
또는 변형여부 특히 호스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십시오.

◦LPG 탱크와 파이프의 누출 유무를 점
검하십시오.

◦베이퍼라이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십시
오.

◦LPG 탱크의 충전밸브, 액출밸브, 기출
밸브 연결부위에서의 가스누출을 점검
하십시오.

◦베이퍼라이저의 드레인 코크를 열어 베
이퍼라이저에 생기는 타르를 매 5,000km
주행마다 제거하십시오.

점검후 이상발생시에는 즉시 당
사 지정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받으십시오.

주

◦LPG연료 충전시에는 반드시 LPG 연료차
단 스위치를 눌러 연료공급을 중단시키
고 시동을 꺼주십시오.

◦연료주입구를 열어 LPG연료를 충전하십
시오.

◦LPG연료 주입시에는 충전밸브(녹색)를
열어주십시오.
차량출고시 충전밸브는 열려있는 상태이
며, 중간좌석(2열) 카페트를 들어내고 커
버를 열면 밸브가 보입니다.

LPG 충전시에는 연료탱크의 안정
성 유지를 위하여 탱크용량의 85%(60L)까
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료게이지는 탱크용량의 85% 주
입시 최대치를 표시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료주
입시에는 엔진시동을 끄고 담뱃불 등의 화기
를 멀리하십시오.

주

주
LPG 탱크는 탱크내의 연료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액면계, LPG 충전시 열게되는 충
전밸브, 엔진에 기체연료를 공급해 주는 기
출밸브, 엔진에 액체연료를 공급해주는 액
출밸브, 비상시 연료 누출을 방지하는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밸브등이 장착되어 있습니
다.

LPG 탱크의 액면계, 충전밸브, 기
출밸브, 액출밸브는 중간좌석 바닥 카페트
를 들어내고 커버를 벗기면 조작이 가능합
니다.

주

점검사항 LPG 충전

탱크용량
충전용량

71L
60L

경 고

LPG 탱크



6-4 LPG 관련사항

1⃞ 액면계

LPG 탱크내의 연료량을 나타냅니다.

계기판의 연료계는 연료가 약 12ℓ정도 남
아있을 때 연료경고등이 점등됩니다.

2⃞ 각종밸브

▶충전밸브(녹색)
▶충전시에만 열고 충전이 끝나면 완전히

닫아주십시오.
▶액출밸브(적색) : 액체상태
▶액체상태의 연료만을 베이퍼라이저에

일정하게 공급해 줍니다.
▶기출밸브(황색) : 기체상태
▶기체상태의 연료만을 베이퍼라이저에

일정하게 공급해 줍니다. 기체상태 연료
공급시 계기판의 LPG기상지시등이 점등
됩니다.

3⃞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는 시동키를 작동시키면
연료통로를 열어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시
켜 줍니다.

▶긴급차단 솔레노이드
충돌사고 등으로 인한 파이프 절단시 LPG
연료유출을 방지합니다.

엔진정지시 탱크에 부착된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원이 OFF되어
연료유출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엔진시동
시에는 다시 솔레노이드가 작동되어 연료
를 공급시켜 줍니다.

주

액출밸브

액면계

기출밸브 충전밸브



LPG차량의 연료는 연료탱크내의 가스고압
용기에 들어있는 연료가 냉각수 온도 (15°C
기준)에 따라 액상(15°C 이상) 또는 기상
(15°C 이하) 상태로 연료파이프를 통하여
연료필터에서 가스내의 불순물을 여과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하여 연료예열기능을
갖고 있는 감압기(베이퍼라이저)의 1차실로
들어가 1차 감압하여 다시 2차실에서 대기
압상태에서 믹서를 통하여 엔진 실린더 내
부로 들어갑니다.

1⃞ 과충전 방지장치

충전밸브와 일체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료주입시 탱크용량의 85%수준이 되면
과충전방지장치가 작동하여 더 이상 충전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연료필터

연료필터는 연료내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베이퍼라이저로 불순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줍니다.

LPG 관련사항 6-5

LPG 차량 구성요소



6-6 LPG 관련사항

3⃞ 베이퍼라이저

베이퍼라이저는 연료를 감압, 기화시켜 믹
서에 적당한 양의 기화된 연료가 공급되도
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예열히터 기능이 내장되어 공급된 연료를
예열시켜 연소효율 및 출력을 향상시킵니
다.

베이퍼라이저의 공회전 조정스크
류는 생산 공장에서 정확하게 조정되어 차량
이 출고되므로 운전자 임의로 조정하지 마십
시오.

베이퍼라이저의 드레인콕을 왼쪽
으로 돌려 타르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타르제거는 매 5,000km 주행마다 실시하십
시오.

4⃞ 믹 서

베이퍼라이저에서 공급된 LPG를 공기와
혼합해주는 장치입니다.
믹서는 각종 연료제어용 솔레노이드 밸브
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입니다.

◦엔진 연소실에 카본(탄소)의 부착이 없어
점화플러그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엔진 관련 부품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
어집니다.

◦엔진소음이 적습니다.

◦연료의 옥탄가(90~125)가 높아 녹킹현상
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소상태가 깨끗하여 유해 배출가스의
배출이 줄어듭니다.

주 의

드레인콕

LPG 차량의 장점



① LPG란 액화 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로 주성분은 프
로판(C3H8)과 부탄(C4H10) 등으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② LPG는 감압 또는 가열시 쉽게 기화되
며 발화하기 쉬우므로 취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화학적으로 순수한 LPG는 상온상압하
에서 무색 무취의 가스이나 가스 누출
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착취제를
첨가하여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④ LPG 충전은 과충전 방지 장치로 인하
여 85% 이상 충전되지 않습니다.

LPG 관련사항 6-7

자동차용 LPG 성분

구 분

비 점(0°)

증 기 압(kg/cm2 20°C)

액 체 비 중

기 체 비 중

착 화 온 도(°C)

발 열 량(Kcal/kg)

옥 탄 가

봄 3~4월

여름 5~9월

가을 10월

겨울 11~2월

부탄(C4H10)

-0.50

2.0

0.584

2.017

441

11.832

96

85

100

85

70

프로판(C3H8)

-42.70

8.0

0.508

1.584

481

12.034

110

15

0

15

30

계절별
(월별)
LPG

혼합비율
(%)



보안 및 운전자 준수사항

1⃞ 보 안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의 누출이 있더
라도 화기가 없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
습니다.

◦화기(난로, 모닥불, 연탄불, 담뱃불, 전기
불 등) 옆에서 LPG 용기 및 배관 등을
점검분해 또는 수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담배 등 화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하여서
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스누출량이 많은 부위에는 주위의 열
을 흡수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가
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스누출 부위를 손으로 막지 마십시오.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누출이 확인되면 LPG 탱크의 액출
밸브 및 기출밸브를 잠그십시오.

◦정비가 필요한 때에는 당사 지정정비공
장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2⃞ 운전자 준수사항

LPG차량을 운행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하시어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십시오.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십시오.

◦보안검사를 받으십시오.

◦주행중 LPG냄새 또는 이상을 느낄때 즉
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엔진시동을 끄십
시오.

◦승객이 있을 경우에는 승객을 대비시키
고 LPG 탱크의 액출밸브와 기출밸브를
잠근후 누출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하십시오.

6-8 LPG 관련사항



◦계속적으로 가스가 누출되면 속히 부근
의 화기를 없애고 안전하게 가스가 배출
되도록 감시하면서 인근의 협조를 얻어
경찰서, 소방서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에
긴급연락을 취하십시오.

◦정비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점검을 하고
운행하십시오.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로 차체가 파손되었을 때는 즉
시 엔진을 끄고 승객을 대피시키십시오.

◦LPG탱크의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
(적색)를 각각 잠그십시오.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
에 가스누출 부위를 점검하십시오.

◦가스누출량이 많은 부위에는 주위의 열
을 흡수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현
상이 발생합니다.

▶화재발생시

◦엔진시동을 끄고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십시오.

◦LPG탱크의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
(적색)를 각각 잠그십시오.

◦가스누출부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물
을 사용하여 불을 끄고, LPG 탱크가 가
열되지 않도록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LPG 관련사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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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교육 안내

1⃞ LPG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가스안전
교육을 차량출고후 1개월이내에 이수하여
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LPG차량
운행중 적발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2⃞ LPG 교육관련 사항

가. 교육내용(3시간 소요)
●일반사항(용어의 정의 및 안전교육 등)
●LPG 자동차 연료장치 구조 및 보수점

검
●LPG 자동차 사고사례 소개
●LPG 자동차의 연료계통 및 주요부품
구조와 기능

●LPG 자동차 점검 및 시동요령
●LPG 관련부품의 정비/조정 및
LPG 취급 요령

●LPG의 성질 및 연소와 폭발
●LPG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시청각
교육

나. 교육주관 및 문의처
●교 육 주 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TEL. 02-3411-2081)
●교육시행처 : 

전국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다. 교육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차량출고후 1개월 이내
●접 수 장 소 : 

전국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구 비 서 류 : 

교육신청서 및 교육비(9,700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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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 울

인 천
대 전

대 구

부 산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전화번호
(02) 3411-2081
(02) 312-0019
(02) 843-0019
(02) 217-0019
(032) 435-0019
(042) 254-0019
(042) 485-0019
(053) 587-0019
(053) 556-0019
(051) 646-0019
(051) 503-0019
(062) 383-0019
(062) 972-0019
(052) 247-0019
(0331) 254-0019
(0351) 878-0019
(032) 345-0019
(0361) 254-0019
(0391) 647-0019
(0431) 268-0019
(0417) 562-0019
(0652) 276-0019
(0662) 686-0019
(0631) 283-0019
(0562) 249-0019
(0571) 854-0019
(0551) 282-0019
(0591) 746-0019
(064) 748-0019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27-1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골든타워빌딩 1002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관악타워 403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우창플라자 6층
인천시 남구 주안1동 경향플라자 12층
대전시 중구 선화2동 유원오피스텔 12층
대전시 서구 탄방동 668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18
대구시 동구 신천4동 국제오피스텔 1001호
부산시 동구 범일2동 삼환오피스텔 101호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국제신문사 1301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8-1
광주시 북구 월출동 첨단과학산업단지 3-4블럭
울산시 남구 무거동 남운오피스텔 12층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시화빌딩 2층
의정부시 의정부3동 교보생명빌딩 5층
부선치 소사구 괴안동 역곡플라자 5층2호
춘천시 효자1동 692-10
강릉시 포남동 강릉축협빌딩 4층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4
천안시 신부동 대한생명빌딩 10층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7-2
여수시 화장동 783-3
목포시 상동 세진빌딩 4층
포항시 북구 죽도2동 교보빌딩 701호
안동시 신안동 신안빌딩 5층
창원시 외동 853-1
진주시 상평동 상평빌딩 2층
제주시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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