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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세제 사용 후 수분, 세제성분을 닦아내고 통풍

이 잘되는 그늘에서 건조시켜 주십시오.

■플라스틱, 인조가죽, 직물부품
1. 세탁용 합성세제 3%수용액을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가볍게 닦아주십시오. 

2. 물에 적신 헝겊으로 세제를 잘 닦아내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

시켜 주십시오.)

■카페트류
1.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2. 세탁용 합성세제 3%수용액을 부드러운 헝겊

에 묻혀 가볍게 닦아주십시오.

3. 물에 적신 헝겊으로 세제를 닦아내십시오.

■기름 묻은 곳
카페트, 플라스틱, 인조가죽, 천 등에 기름이 묻으

면 헝겊에 알콜을 묻혀 가볍게 두드려 닦아냅니다.

1. 차량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주행 후 도장면에 묻

어있는 먼지 등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주십

시오.

2. 아래 물질이 묻은 경우는 차량 부식, 변색이 되

기 쉬운 경우이므로 신속히 세차해 주십시오.

● 해수·도로 빙결 방지제

● 공장매연, 분진, 철분, 화학물질 등

● 새의 배설물, 벌레, 나무의 수액 등

1. 차체 밑부분을 세척하십시오.

2. 차체 윗부분부터 물을 끼얹으면서 스폰지등

으로 오물을 제거하십시오.

3. 물로 잘 지워지지 않으면 세탁용 합성세제를 사

용하고 물로 완전히 닦아내십시오.

1. 도장면의 물기가 잘 마르지 않는 경우

월 1~2회 왁스를 사용하십시오. 단, 연마제

성분이 함유된 왁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세차후 차체 도장면을 보호키위해 직사광선

(36℃)를 피하여 주십시오. 도장면에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엔진룸내의 전기부품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엔진시동 불량 등의 원인이 됩
니다.

2. 자동 세차시는 세차기 종류에 따라 안테
나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십
시오.

3. 장시간 자동차 커버를 씌워 놓을 경우
페인트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십
시오.

4. 램프 세척 및 손질시 휘발유나 아세톤과
같은 화학용제의 사용은 램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주의

내장품 손질 외장품 손질

먼지, 손 때등의 오염

외부차체 손질

세차방법

왁스 사용시

1. 자동세차기를 사용하면 브러시에 히거
나 도장의 광택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
으므로 주의하십시오.  

2. 산성계 세척제를 사용하면 휠 도장면이
손상되어 부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
로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주의

1. 앞유리의 세척시 차체광택용 왁스나 라
스용 발수코팅제를 사용시 유리의 오염
및 와이퍼 떨림, 잡음이 생길 수 있으므
로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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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세미 등의 딱딱한 물질은 표면을 손상시키
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연마제가 포함된 왁스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브레이크 액, 엔진오일, 그리스, 배터리 액

등이 묻은 경우 세탁용 합성세제 3% 수용액
을 사용해 헝겊 등으로 닦아주십시오.

그릴

범퍼

몰딩도어미러

HDS-065

주의

1. 세탁용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세척후 빨리 닦아

주십시오.

2. 브러시 등은 휠을 손상시키므로 사용하지 마십

시오.

가정용 윈도우 클리너를 사용하여 유리를

세척합니다.

스펀지 등으로 닦아 주십시오.

범퍼나 몰딩 등은 흑색 또는 회색계통으로 표면부

분에 왁스가 묻으면 희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따

뜻한 물을 사용해 헝겊 등으로 닦아주십시오.

주행 중 돌 등에 의해 도장면이 손상된 경우 부식

의 원인이 되므로 신속히 터치 업 페인트를 칠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운 천에 윈도우 클리너를 묻혀서 그리스, 

죽은 곤충 등을 와이퍼 블레이드에서 닦아내십시

오.

뒤 유리 안쪽에는 열선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닦아주십시오.

1. 스팀 클리너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바닷물, 도로 빙결 방지제가 묻은 경우
빨리 세척해 주십시오.

주의

주의

수지부품의 세척시

전면 유리 세척

도장면의 보수

와이퍼 블레이드 세척

알루미늄휠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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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진오일
엔진오일은 외기 온도에 맞는 점도를 가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2. 냉각수의 부동액 농도
냉각수가 동결되면 엔진이 손상됩니다. 부동액 농

도는 50%로 하십시오. 

3. 와셔 액의 농도
와셔 액의 농도는 50%이상으로 해서 동결을 막아

주십시오.

4. 타이어 체인,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장착시 4바퀴 모두 교환해 주십시

오. 「타이어 체인 편」참조하십시오.

5. 연료탱크의 수분제거
연료탱크의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 수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6. 동결방지용 와이퍼 블레이드 장착

운행 전에 다음을 추가로 점검해 주십시오.

1. 차량 밑에 얼음이 붙어있는가? 

2.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핸들이 제대로 작동
하는가? 
승차시 신발에 묻은 눈을 털어 주십시오.

3. 브레이크 페달 및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 및 점등하는가?

4. 와이퍼 블레이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P.100

MSO-0257

겨울철 관리요령 주행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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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길, 빙결 도로에서 미끄러짐에 주의해
주십시오!

(1) 평탄한 곳에 정차 시킨 후 타이어 체인,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십시오.

(2) 다리 위, 그늘, 물기 있는 곳, 터널의 전후의

도로는 동결이 잘 되므로 급브레이크, 급핸들

조작을 하지 마시고 미리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2.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주십시오!
눈길, 빙결 도로 면에서는 차량 접지력이 저하되므

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집니다.

3. 휠 하우스의 눈은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주행 중 눈이 휠 하우스에 부착되어 덩어리를 형성

하므로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4. 브레이크 작동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눈길 주행 중 브레이크 장치에 얼음이 달라 붙으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므로 주행 중 가볍게 브레

이크를 페달을 밟아 성능을 확인해 주십시오.

1. 엔진 후드를 바람 반대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주십시오!

2. 주차브레이크는 걸지 마십시오!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두면 브레이크 장치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은 1단 또는 R단으

로, 자동변속기 차량은 선택 레버를 P위치로 해 주

십시오.

3.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에 고임 목을
고여 주십시오! 

4. 와이퍼는 앞·뒤 유리와 얼어붙지 않도록
와이퍼 암을 세워주십시오.

5. 지붕 아래, 나무 아래에 차를 주차시키지
마십시오!

떨어진 눈의 무게에 의해 차량 루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짐

MSO-0259

MSO-0260

MSO-0261

눈길, 빙결 도로주행 주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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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빙결 방지제는 차량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눈길 주행 후 세차해 주십시오.

(1) 차량 밑을 중점적으로 세차해 주십시오.

(2) 세차후 물기를 제거해 도어가 얼어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어가 동결된 경우 무리하게 열면 도어 고무가 손

상되므로 온수로 녹여주십시오. 

■타이어 체인 장착방법
1. 주차브레이크를 완전히 걸고 타이어 체인을 장

착하는 타이어와 대각선인 타이어의 전후에 고

임 목을 고이십시오.

2. 차를 잭으로 들어올리십시오. 

「잭 사용법을 참조하십시오」

3. 타이어 체인 연결부의 구부러진 부분이 타이어

바깥을 향하도록 하여 타이어에 장착하십시오.

1. 타이어 체인은 앞쪽 두 개의 바퀴에만 감
아주십시오. 

2. 눈이 쌓인 길, 빙결된 도로에서는
30km/h이하로 주행해 주십시오.

3. 눈길 이외의 길에서 타이어 체인을 장착
하고 주행하면 체인이 손상됩니다.

4. 차체의 끝단등에 손이 상처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5. 알루미늄 휠을 장착한 차량은 체인을 사용
하면 휠 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이
어 체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불가피한
경우는 와이어 체인을 사용해 주십시오.)

6. 휠 커버는 체인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
로 분리해 주십시오.

7. 래디얼 타이어는 구조상 옆면이 얇기 때
문에 체인을 사용하면 손상될 우려가 있
습니다. 되도록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8. 타이어 체인을 반드시 폐사의 추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잭으로 차량을 들어올리고 엔진 시동을 걸거
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P.106

고임목

MSO-0262

MSO-0263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는 타이어

주의

● 헤드램프,안개등 등의 램프는 우천시 주
행과 세차 등의 사용 조건하에서 렌즈 내
면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램프 내부와 외기의 온도차에 따른
것으로 우천시 창 유리가 흐려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습니
다. 
단,렌즈 내면에 큰 물방울이 있는 경우나
램프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폐사 정비사
업소나 정비협력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

주의

세차·도어가 동결된 경우 타이어 체인

세차

도어가 동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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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어 체인을 팽팽하게 당기고 안쪽 고리부터

연결하십시오. 

5. 남은 체인은 차체에 닿지 않도록 철사로 묶어

주십시오.

6. 체인 밴드 클립의 구부러진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균일하게 체결 하십시오.

7. 잭을 내리고 고임 목을 치우십시오.

8. 체인 설치 후 약 500m 주행하여 풀린 곳이 없

나 점검해 주십시오.

풀려있는 경우 바로잡아 주십시오.

■타이어 체인 탈거 방법
1. 체인 밴드를 풀 때 링을 고정한 철사 등을 떼어

주십시오.

2. 후크의 내측부터 먼저 풀어주십시오.

3. 차를 약간 움직여 타이어 체인을 빼 내십시오.  

내측

외측 주행 중 이상 음이 들리는 경우, 즉시 차를
안전한 장소에 세우고 타이어 체인의 장착상
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MSO-0264

MSO-0265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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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고장표시
차를 길옆에 세우고 추돌사고가 없도록 하고 비상

용 삼각 표지판, 적색기등으로 고장표시를 하고 사

람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주행 중 엔진시동이 꺼진 경우
차량의 변화가 있으므로 다음 방법으로 차를 안전

한 장소에 세우십시오.

1. 브레이크 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평소

보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십시오.

2. 파워 스티어링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강하게 핸들을 돌려주십시오.

■엔진시동이 꺼진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을때

1. 동승자 또는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를 안전

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2. 철길 건널목에서 엔진시동이 꺼지고 차가 움직

이지 않으면 즉시 동승자를 피난시키고 비상사

태를 알리십시오.

MSO-0267

MSO-0266

비상용 삼각 표지판

엔진 시동이 꺼진 경우고장이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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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어 타이어
비상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스페어 타이어 공기량을 점검/조정 하십시오.

■스페어 타이어 탈거 시
1. 휠 너트 렌치로 타이어 행거를 고정하고 있는 볼

트를 완전히 풀어주십시오.

잭

꺼낼 때
잭의 샤프트를 돌려 높이를 낮춘 후
브라켓트에서 탈거 하여 주십시오. 

고정 시킬 때
잭의 샤프트를 돌려 높이를 높여 브라
켓트에 고정시켜 장착해 주십시오.

MSO-0268

HFC-4025

MSO-0269

MSO-0270

공구 및 잭은 카고 트레이 안쪽에 있습니다.

공구 및 잭 스페어 타이어

공 구

휠 너트렌치

바

스패너

드라이버

공구 주머니



106 ◀ 비상시 응급조치

2. 타이어 행거를 후크에서 탈거하고 타이어를 꺼

내십시오.

■스페어 타이어 장착방법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해 주십시오. 볼트를 단단

히 조여 주십시오.

1. 교통이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평지에 차를 세우십시오.

2. 비상 표시등을 켜고 비상용 삼각 표지판을 차량

후방에 세워주십시오.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게

해주십시오.

3. 엔진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완전히 걸고

기어1단(자동변속기:‘ P’위치)을 넣은후, 펑크

난 타이어의 대각선에 있는 타이어 전·후에 고

임 목을 고이십시오.

4. 잭은 그림의 예시된 위치에 장착해 주십시오.

타이어 행거

후크

MSO-0271

1. 차량을 잭으로 들어올릴 때 타이어가 지면
에서 약간만 들어올려 지도록 하십시오. 
그 이상 들어올리면 위험합니다.

2. 잭으로 들어올린 차량 밑에 들어가지 말고
잭으로 들어올린 채로 오래 방치하지 마십
시오.

3. 잭은 타이어 교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차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 올리십시오.

5. 잭으로 차를 들어올리는 중에 엔진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장착위치

펑크난 타이어

고임목

비상용
삼각 표지판

MSO-0272

MSO-0273

MSO-0274

주의

잭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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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잭의 윗부분 홈이 차체 훌랜지부와 일치되게 한

후 잭을 손으로 돌려 주십시오.

6. 타이어가 지면에서 약간 들릴 때까지 조심스럽

게 휠 너트 렌치를 돌리십시오.

잭 손잡이 부위에 잭 핸들을 걸고 난후 휠 너트 렌

치의 구멍에 바를 끼워 넣어 돌려서 사용해 주십시

오.

1. 공구, 스페어 타이어, 잭을 꺼내십시오.

2. 잭은 교환하는 타이어 근처의 규정된 자리에 장

착하십시오.

3. 휠 너트 렌치로 휠 너트를 조금 풀어 놓으십시

오. 

4. 타이어가 지면에서 약간 들어 올려질 때까지 잭

을 돌려주십시오.

5. 휠 너트를 풀어내고 타이어를 교환해 주십시오.

6. 휠 너트의 테이퍼 부분이 휠 구멍의 시트 부에

닿도록 하고 휠이 헐거워지지 않을 때까지 조여

주십시오.

잭으로 차를 들어 올릴 때 만일의 위험을 대
비하기 위해 스페어 타이어를 잭 업 하는 타
이어 근처 차 밑에 두십시오.

휠 너트 렌치

돌림바

휠너트 렌치

훌랜지부

MSO-0275

MSO-0276

MSO-0277

테이터부

훌랜지

［알루미늄 휠］

디스크 휠
훌랜지 너트

시트부

HDS-066

주의

타이어 교환

1. 알루미늄 휠에는 훌랜지 너트가 장착되어
훌랜지 너트로 된 4륜을 모두 스틸 휠로
바꿀 경우 테이퍼 너트를 사용해 주십시
오.

2. 휠 볼트나 너트에 기름칠을 하면 풀림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주의



부스터 케이블(점프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른 차의 배

터리전원으로엔진시동을걸수있습니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부스터 케이블(점프 케이블)

을 확실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배터리의 단자의 커버를 벗기고 점프 케이블을

접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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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이어가 지면에 닿도록 잭을 내리고 휠 너트를

반반드드시시 대각선 순서로 2~3회 돌려 규정토크까

지 조여주십시오.

8.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 주십시오. 

휠 너트를 체결시 휠 너트 렌치를 발이나, 파
이프 등을 사용해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1. 타이어 교환 후 약 1,000km정도 주행
후 너트를 다시 한번 조여 헐거움이 없도
록 하십시오.

2. 타이어 교환 후 주행 중 핸들과 진동이
생기는 경우 점검 받으십시오.

3. 안전을 위해 종류, 크기가 다른 타이어를
섞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MSO-0279

9~11kg·m

조임토크

주의

주의
1. 전원 공급차는 반드시 12V 배터리 장착

차 이어야 합니다.

2. 전원공급차는 엔진시동을 걸어둔 상태이
어야 합니다 .

방전된 차량
엔진 본체에 접지

방전 배터리 정상 배터리

MSO-0282

주의

배터리 방전시



비상시 응급조치 ▶ 109

2. 연결된 후 전원 공급차량의 엔진회전을 약간 높

이고배터리가방전된차량의시동을거십시오.

3. 시동이 걸린 후 점프케이블을 연결한 역순으로

탈거 하십시오.

냉각수 온도게이지가 장시간 적색눈금을 가르키면

엔진 오버 히트가 발생되며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

고 엔진이 너무 뜨거워 노킹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시오.

1. 가능한빨리도로옆안전한곳에정차하십시오.

2. 변속레버를 중립위치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당

깁니다. 에어컨이켜져있으면OFF 시켜 주 십

시오.

3. 냉각수가 차 밑으로 흘러 넘치거나 수증기가 후

드 위로 새어나오면 엔진을 공 회전상태로 냉각

수 넘침이나 수증기가 멈출 때까지 후드를 열지

않고 놓아둡니다.

4. 엔진 시동을 켠 상태로 후드를 열어 엔진 실내

에통풍이잘되도록하여엔진을냉각시킵니다.

1. 충전 중 배터리에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연성 가스발생에 의해 폭발
우려가 있습니다.

2. 충전중환기가충분히되도록하십시오.

3. 억지로 엔진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4. 점프 케이블이 엔진룸내의 회전부(냉각
휀등)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5. 배터리는 독성이 있고 부식력이 강한 황
산이 들어 있으므로 보안경을 쓰고 배터
리 액이 몸이나 옷, 차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만약 배터리 액이 눈이나 신체에 묻으면
즉시 오염된 옷을 벗고 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약15분정도 씻어 낸 후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구급차에 실려 갈 경
우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물을 묻혀
계속 그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1. 전원 공급차량 측의 접속은 반드시 방
전된 차량의 엔진본체에 해주십시오.만
약 방전 된 차량의 배터리 측에 연결
되면 배터리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 폭발 우려가 있습니다.

2. 점프 케이블 접속시 와 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리저버 탱크

냉각 휀

라디에이터 캡

HDS-074

주의

주의

엔진 오버 히트 시

5. 수온 게이지가 내려간 후 엔진 시동을 끄십시

오. 

6. 엔진을 충분히 냉각시키고 다음 사항을 점검하

여 조치합니다.

● 냉각수 보조 탱크에 냉각수량이 충분한지 여부

● 워터 펌프 구동벨트가 끊어졌는지, 벨트 장

력이 적당한지 여부

● 라디에이터, 호스 등에서 냉각수 누수 여부

냉각 휀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엔진
시동을 꺼 주십시오.

HDS-0284

MSO-0285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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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가능한 빨리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점검 및 수리 하십시오. 

(1) 워터 펌프 구동벨트가 끊어졌거나 냉각수가

샐 경우

(2) 오버 히트가 재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냉각수량이 점점 줄어들 때

(4) 냉각 휀이 돌지 않을 때

1. 견인시는 전문공장에 의뢰 하십시오. 특히 자동

변속기 차량의 오일이 부족할 때 변속기가 파손

될 수 있으므로 견인 트럭으로 견인을 해 주십

시오.

2. 어쩔 수 없이 로프로 견인할 경우 다음 요령으

로 해주십시오.

■ 로프를 거는 위치

1. 후드를 열때 뜨거운 수증기의 물이 뿜어
져 나오거나 후드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2. 라디에이터 캡은 열지 마십시오. 고온의
냉각수가 뿜어져 나올 수가 있으므로 위
험 합니다.

MSO-0013

타이다운
(tie-down) 후크견인용 후크

견인용 후크

앞쪽

뒤쪽

HDS-067

주의

■견인방법
1. 견인하는 차의 제동등에 주의하고 로프를 단단

히 고정 시키십시오.

2. 변속레버를 중립위치에 놓습니다. 

( 자동변속기 차량: N위치)

3. 그림과 같이 유지하고 중앙에 식별이 가능하도

록 흰 천을 부착합니다.

● 자동변속기 차량은 반드시 전진방향으로 견인합

니다.

▶ 자동변속기 오일량을 점검하여‘ HOT’위치 이

하이면 규정오일을 보충한 후 견인하십시오.

4. 운전자 상호간에 연락을 하면서 견인합니다.

1. 견인 로프는 반드시 지정된 견인 후크에
걸어 주십시오. 이곳 외의 곳에 걸면 차
량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2. 타이 다운(tie-down) 후크에 로프를 걸
지 마십시오. 
- 타이다운(tie-down)후크란
차를 수송할 때 사용하는 후크입니다.

흰천
(가로 세로 30cm이상)

25m이내

5m이내

로프는
같은 쪽에

MSO-0287

주의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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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인 되는 차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
오.

● 엔진 스위치는「ACC」또는「ON」
● 변속레버를 중립위치

(자동 변속기 차량: N위치)
● 자동변속기 차량의 견인속도는

30km/h이하 견인거리는 30km이내
● 주차브레이크 해제

2. 엔진이 정지되면 브레이크 효과가 떨어집
니다. 핸들조작도 평소보다 무거워집니
다. 가능한 엔진시동을 걸고 견인 하십시
오.

3. 긴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브
레이크 성능이 떨어 지므로, 견인트럭을
이용해 견인 해 주십시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는 자주 차량을 정
지시켜 브레이크를 식혀 주십시오.)

4. 앞쪽 견인후크를 사용시 로프에 의해 차
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십시오.

5. 엔진이 작동하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자동변속기 오일이 없을 때에는 정비
사업소에 문의 후 견인 해 주십시오.

6. 견인하는 차보다 무거운 차는 견인하지
마십시오.

7. 긴급한 상황 이외는 급발진 또는 급정차
는 절대 삼가 해 주십시오.

8. 견인 트럭으로 견인시
● 2륜 구동 차량은 반드시 앞바퀴쪽을 들어

올려 견인 되도록 하십시오.

주의

플라스틱 커버 탈거시 커버가 파손될수 있사
오니 드라이버를 홈에 정확히 끼운후 탈거하
십 시오.

주의

응급조치후 폐사 정비사업소나 정비협력업체
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주의

선루프 고장시 응급조치 방법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고장으로 닫힘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수동으로 선루프를 닫을

수 있습니다.

(1) 오버헤드콘솔램프의 플라스틱 커버를 탈거 하

십시오.

B460D01Y

B460D02Y

(2) 오버헤드콘솔램프 안쪽에 있는 2개의 볼트를

풀어 오버헤드콘솔램프를 탈거 하십시오.

(3) 육각머리렌치를 안쪽에 있는 모터 삽입구에 끼

운후 반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선루프가 닫히

며,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열립니다.

B460D0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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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브레이크(전륜)에 패드에는 패드의 마모량

의 사용한도에 가까우면 금속마찰음(끼끼)이 발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속 마찰음이 들리면

점검 받으십시오.

각종 램프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기 계통장치가 작

동하지 않으면 휴즈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휴즈박스위치
각 휴즈가 관련된 장치는 휴즈박스의 커버에 기

재되어 있습니다.

■휴즈 교환
각 휴즈가 관련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과 같이 조치해 주십시오.

1. 엔진스위치를「LOCK」로 하십시오.

2. 휴즈 뽑개를 사용하여 휴즈를 뽑으십시오.

(휴즈뽑개는 운전석 다리부분의 휴즈박스의 가

운데 있습니다.)

3. 휴즈가 우측그림의 우측과 같이 된 경우, 휴즈는

끊어진 경우이므로 예비 휴즈로 교환해 주십시오.

1. 휴즈가 정상인데 관련장치가 작동하지 않
는 경우 다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점검 받으십시오.

2. 원래 있던 휴즈와 동일한 용량의 휴즈를
사용해 주십시오. 철사, 은박지 등을 사
용하면 전선의 과열 소손 원인이 됩니다.

3. 동일한 휴즈가 자주 끊어지면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자
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 가
셔서 점검, 수리를 받으십시오.

휴즈뽑개

운전석다리 부위

엔진룸 내

휴즈

MSO-0288

MSO-0289 MSO-0290

MSO-0291

주의

브레이크 금속마찰음과 휴즈점검 및 교환

브레이크의 금속마찰음

휴즈점검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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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휴즈의 관련장치 및 용량
운전석 다리부분
No. 1 - 20A 뒷유리 열선

No. 2 - 30A 히터

No. 3 - 10A 에탁스(에어백)

No. 4 - 10A 계기판

No. 5 - 10A 방향지시등/후진등

No. 6 - ─

No. 7 - 15A 라디오/실내등/에탁스

No. 8 - 15A 정지등

No. 9 - 10A 뒤쪽 와이퍼/와셔

No.10 - 15A 시가라이터/리모콘 미러

No.11 - 10A 라디오/시계

No.12 - 15A 앞쪽 와이퍼/와셔

No.13 - ─

No.14 - 20A 문자동 잠금장치

No.15 - 15A 경음기

No.16 - 10A 전조등/뒷유리열선/히터릴레이/ABS

No.17 - 10A 4단자동 변속기

No.18 - 10A 에어콘

No.19 - ─

엔진룸내
1 - 30A 이그니션
2 - 20A 엔진제어
3 - 40A 전조등
4 - 40A 라디에이터 휀
5 - 10A 비상등
6 - 10A 미등(우측)
7 - 10A 미등(좌측)
8 - 80A 알터네이터
9 - 30A ABS(모터)
10 - 80A 휴즈 박스
11 - 30A 파워 윈도우
12 - 30A 미등, 안개등
13 - 30A ABS(밸브)
14 - 10A 에어콘 콤프레셔
15 - 20A 콘덴서 휀
16 - 10A ABS(제어)
17 - 10A ABS(경고등)
18 - 15A 전조등(상향)
19 - 15A 전조등(하향)

●휴즈블 링크 교환

휴즈블 링크는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회로에 과부하가 걸리면 녹아 끊어져

전체 와이어링 하니스 손상을 방지합니다. 
휴즈블 링크가 끊어지면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전기장치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받
으신 후 휴즈블 링크를 교환하십시오.

● 휴즈블 링크 교환시에는 정격용량 이상의 휴즈블 링크나 와이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전기장치에 심각한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

예비 예비 예비

HDS-068

HDS-069

MSO-0294

주의



MEMO



115
LPG

엘피지(LPG) 차량안전사항
엘피지(LPG) 연료장치
엘피지차량의충전, 시동, 주차요령
배출가스제어장치
고장진단법
운행차배출가스기준

116
116
120
123
126
130



1. LPG연료 탱크(봄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력자원부 고시에 의해 31kg/cm2의 내

압 시험과 18.6kg/cm2의 기 시험을 만족

하도록 규정되어 만들어 졌습니다. 

2. 과충전 방지밸브를 장착하여 연료충전시 봄베

내부의 뜨게를 이용하여 연료가 봄베용적으

85%정도 충전되면 연료가 차단되어 과충전

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사고시 연료라인이 파손되어 연료탱크

내의 가스가 외부로 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류방지밸브가 장착되어 있어 가스누

출을 차단시켜줍니다.

3. 연료탱크 내부의 압력이 상승(과충전시나, 온

도가 60℃이상)하여 24kg/cm2이상이 되면

연료탱크 외부로 L.P.G를 배출시키는 역활을

하는 안전밸브를 장착하여 연료탱크내부의 압

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 시켜줍니다.

또한 긴급차단밸브가 장착되어 연료공급 파

이프가 파손되어 가스가 누출될 경우나 엔진

이 꺼졌을 경우 밸브를 닫아 연료공급을 차단

함으로 L.P.G차량의 연료탱크는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P.G 연료 장치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엘피지 봄베(LPG 봄베)

【참고】봄베 총용량(85%시) : 55ℓ

【그림】① 기체 엘피지 취출 밸브

② 액체 엘피지 취출 밸브

③ 충전 밸브

④ 용적 표시계

LPG 연료탱크(봄베)는 LPG를 충전하기 위한

고압용기이며 기상밸브(황색), 액상밸브(적색)

충전밸브(녹색)등 3가지 기본 밸브와 용적표시

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연료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력자원부

고시에 의해 31㎏/㎠의 내압시험과 18.6㎏/㎠

의 기 시험을 만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

을 위하여 최고 충전량을 봄베내 용적의 8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과류방지밸브(액상밸브내)

봄베 내측에 취출밸브(액상밸브)와 일체식

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배관 연결부 등의 파

손에 의해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흐

를 경우 밸브를 닫아 연료가 외부로 누출되

는 것을 방지 합니다.

2) 과충전 방지밸브(충전밸브내)

연료 충전시 봄베 내부의 뜨게를 이용하여 연

료가 봄베용적의 85% 정도 충전되었을 때

연료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전자밸브

전자밸브(LPG 솔레노이드밸브)는 액체 및

기체연료 공급파이프로부터 전달된 액체 및

기체연료를 휠터로 여과하여 냉각수의 온도

가15℃ 이하이면 기체연료를 15℃이상이면

액체연료를 선택하여 기화기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116 ◀ LPG

4

2
1

3

MVO-0008

엘피지(LPG)차량 안전사항 엘피지(LPG) 연료장치



4) 안전밸브(충전밸브내)

봄베 외측와 충전밸브와 일체로 조립되어 있

으며 봄베의 내압이 상승하여 20.8~24.8㎏

/㎠ 이상이 되면 밸브가 열려 LPG연료를 방

출함으로써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방출된 연료에 의한 봄

베의 내압이 18.6~18.8㎏/㎠로 낮아지면

밸브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내압의 상승

으로 인한 봄베의 폭발위험성을 방지합니

다.)

■엘피지 연료 라인

기체 엘피지 파이프 라인과 액체 엘피지 파이프

라인이 있으며, 각각의 파이프 라인(구리 튜브)

에는 부식 및 손상 방지를 위하여 PVC가 피복되

어 있습니다.

【그림】①기체 엘피지 파이프 라인

②액체 엘피지 파이프 라인

③엘피지 솔레노이드 유니트

■베이퍼라이저(VAPORIZER)

엘피지 차량은 봄베에 포화되어있는 기체 연료만을

사용하면혹한시에시동성을대폭향상시킬수있으

나,고속 역에서는엔진이필요로하는연료량에비

하여 엘피지 봄베내의 액체연료가 기체연료로의 상

변화가 순간순간 곧바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

량의 출력이 일정치 않아 운전성이 나쁘거나 정상주

행이 불가능합니다. 베이퍼라이저는 소정의 압력을

지닌기체엘피지로전환시키는장치입니다.

LPG ▶ 117

MVO-0009

FBM   LPG

3
12

베이퍼라이저 MVO-0010

주의 ●베이퍼라이저를절대로임의조정하지마
십시오.
특히 공회전 혼합비 조정 스크류에 장착
한 조정 방지 플러그는 원형대로 보존되
어야만 배출가스 규제치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유의바랍니다.

안전밸브

충전밸브 LPG008



■엘피지 솔레노이드 유니트(긴급차단장치)

긴급차단장치(솔레노이드밸브)는 봄베의 바디에
부착되어 있으며, 외관은 전자밸브와 비슷하나
액체 및 기체연료의 공급통로가 서로 차단되어
별도의 라인을 갖추고 있고, 액체 및 기체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긴급차단장치는 연료공급파이프가 파손되어 가
스가 누출될 경우나 엔진이 꺼졌을 경우 솔레노
이드 밸브를 닫아 연료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연료
누출을 예방합니다.
또한 시동시에는 액체솔레노이드 밸브를 닫고 기
체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 봄베 내 상부에 있는
기체연료를 공급하여 시동이 가능토록 하고, 완
전히 시동이 걸렸을 경우에는 기체솔레노이드 밸
브를 닫고 액체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 봄베내의
액체 연료를 전자밸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
다.
또한 엘피지 불순물을 여과시켜 주는 필터가 아
래 부분에 일체식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믹서(MIXER)

베이퍼라이저에서 기화된 엘피지를 공기와 혼합

하여 연소에 가장 적합한 혼합기를 연소실에 공

급하는 장치입니다.

118 ◀ LPG

MV0-0012

FBM

MVO-0011
공기 조정 스크류

주의 ●스로틀 밸브 조정 스크류와 메인
조정 스크류는 폐사에서 엔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위
치에 조정하여 두었으므로 사용
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일이 없도
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타르를 주기에 맞춰 제거하지 않거나 타
르배출후드레인코크레버를완전히잠
그지 않을 경우 시동불량, 운행중 엔진부
조, 역화, 아이들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할수있으므로반드시타르배출후드레
인코크레버를완전히잠그십시오.

●타르의 임의 배출은 환경에 유해 하므로
반드시기아자동차직 사업소및정비협
력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서타르제거를하십시오.



■기체·액체전환 파이럿 램프

본 램프는 기체 엘피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점

등되어 있다가 워밍-업(WARMING-UP)에 따

라 자동적으로 액체 엘피지로 전환되고 램프가

소등됩니다. 반드시 소등된 후 운행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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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070
LPG 절환표시등

■엘피지 스위치

1) LPG 스위치는 LPG솔레노이드 유니트의 연

료통로(기체 및 액체 LPG)를 차단, 공급시

키는 역활을 합니다.

2) LPG스위치를^ON_시키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3) 운행후 시동 OFF시 공회전 상태에서 LPG

스위치를 OFF한후 시동이 꺼지면 키를 빼

어 주십시오.

4) LPG 스위치로 시동을 끄지 않을경우 연료

파이프 및 공급장치내에 잔류하는 LPG가 빙

결되어 시동이 안걸릴수 있습니다.  

5) 스위치 작동상태

：LPG 스위치^ON_상태(LPG스위치 점등)

：LPG 스위치^OFF_

공회전시 시동̂ OFF_지연시간은 기온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보통 30초~5분정도 소요되며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가속하여 주면 시동이 빨

리 꺼집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변속레버를‘ P’위치에 수

동변속기 차량은 주차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고

기어는 중립)

HM21101



■부탄과 프로판의 혼합비율

1) LPG는 온도 및 압력에 따라 기화점이 다른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입니

다. 11월~3월 중에는 낮은 온도에서 쉽게

기화하도록 프로판 비율이 높은것이 좋습니

다. 

(국내 프로판 비율은 30%로 혼합하여 사용하

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프로판 비율 30%에서도 -15℃이하

에서는 LPG연료 특성상 시동불량 현상이 나

타날 수 있습니다.

1. 엘피지 충전방법

(1) 먼저 시동을 끄신 다음, 2열 좌석의 등받이

를 앞으로 젖히고 2열 좌석 하부의 플로어

매트를 개방합니다.

(2) 필요시, 2열 좌석 하부의 플로어 매트를 개

방하여 충전밸브(녹색)가 열려져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3) LPG주입 뚜껑을 열어, 원 터치 밸브를 통해

LPG를 주입시킵니다.

(4) 주입이 끝난 다음, LPG 주입 뚜껑을 닫습니

다.

(5) 먼저 충전밸브 핸들을 잠그십시오.

(6) 2열 좌석 하부의 플로어 매트를 닫고, 시트

를 원위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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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

충전밸브(녹색)

주의

엘피지 차량의 충전,시동,주차요령

MVO-0014

●LPG 주입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시고 주입하십시오

●법규상 LPG 봄베는 85％만 충
전 가능토록 설계되었으니 85％
를 넘지 않도록 엘피지 가스를
주입해야 합니다.

LPG010

기체취출밸브(황색)

액체취출밸브(적색)



2. 엔진 시동전 점검사항
(1) LPG탱크 밸브 개폐의 확인
탱크에 연료 취출밸브(적색, 황색 핸들)와 충전밸

브(녹색핸들), 긴급차단밸브가달려있으며, 통상

사용시조작하지않아도됩니다.

(2) 비눗물을 사용 각 연결부로부터 누출이
있는가를점검하십시오.
가스가샐경우에는냄새가나지만, 비눗물을사용

하여 매 20,000km마다 점검하시고, 만일 누출이

있다면, LPG 누설방지용 씰 테이프를 감아 주십

시오.

연결부를 너무 과도하게 체결하면, 나사부가 파손

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또 고압연결부의플레어

너트 체결 토오크는 2.2∼2.5kg·m로 조여 주십

시오. 

또한 누출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 점화스

위치를‘ ON’에위치시키십시오.

(3) 온수 호스의 점검

엔진간의 온수 호스 또는 호스양단의 조인트부에

물이 새지 않는가 점검해 주십시오.

(4) 전기배선
배선의 피복 및 점검에 이상이 없는가, 또는

스파크를 일으킬만한 곳이 없는가 점검하여 이

상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4가지의 항목을 점검하신 후 시동을

거십시오.

▶시동요령
(1) LPG 스위치를 누릅니다.(LPG 스위치 ON)

(2) 수동변속기 차량은 클러치 페달을 밟고 시동

키로 시동을 거십시오.

(3) 자동변속기 차량은「P」위치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키로 시동을 거십시오.

(4) 일단 시동이 걸리면 기체, 액체 전환 파일럿

램프가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원

활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엔 통상 파일럿 램프가 꺼진 상태이므

로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봄과 가을엔 보통

3~4분, 겨울엔 4~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5) 그러나 보다 양호한 운전성과 엔진 내구성의

확보를 위하여는 냉각수 온도계가 구간의 시

작점 부근에 올 때 까지 워밍 업한 후 주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각수 온도계가 회색 구간의 시작점 부근에

도달하려면 2분(여름철)~6분(겨울철)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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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온수호스

> >

> >

온수호스

온수호스온수호스

엔진 엔진

●가속 페달을 밟지 않도록 유의바
랍니다. 

주의

베이퍼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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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령
하루의 운전을 끝내고 차고에 주차코자 할 경

우는 안전사고 예방과 혹한시의 시동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회전을 유지하다가 엘피지 스위치를 눌러

(LPG 스위치를 OFF시켜 )저절로 정지될 때

까지 기다립니다.

(2) 냉각수가 히터를 순환함으로서 초래되는 열

손실을 방지키 위해, 히터 온도조절 레버를

‘ COOL’위치에 놓습니다. (혹한시에만 조작

이 필요함)

(3)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놓습니다.

▶ LPG취급 주의사항

(1) LPG는 공기보다 약 2배 정도 무겁기 때문

에 누출된 LPG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기 쉬

우므로 장시간 주차시 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폐된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2) LPG는 온도상승에 의한 압력상승이 있기

때문에 열이나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3) LPG에는 특유의 냄새를 섞어 제조하므로

차내에 LPG냄새가 날경우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기 점검을 하여, 누출시 반드시 기

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정비를 한 후 운행하도록 합시다.

(4) LPG충전은 반드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실

시합니다.

(5) 충전중에는 자동차가 이동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확실히 고정합니다.

(6) LPG봄베가 85%이상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7) 월1회 반드시 타르를 배출시킵니다.

●LPG 가스는 공기보다 약
1.5~2배정도 무겁습니다. 
만약 가스가 누설될 경우 지하
주차장 및 폐된 장소는 통풍
이 잘되지 않아 가스가 잘 빠져
나가지 않으므로 인화성 물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장시간 주차할 경우
에는 충진밸브 및 2개의 취출밸
브를 반드시 잠그고 지하 주차
장과 폐된 장소는 피해주십시
오.

주의



LPG ▶ 123

배출가스 제어장치

당 차량은 환경부가 제정한 배출가스 규제에 대

한 모든사항과 일치하는 배출가스 제어장치가 장

착되어 있으며, 다음의 2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랭크 케이스 배출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 제어장치

● 본 배출가스 제어장치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
히 규정된 정기점검을 기아자동
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실시하셔야만
합니다.

(1) 크랭크 케이스 배출가스 제어장치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통풍장치를 채택하여,

크랭크 케이스에서 배출되는 블로-바이 가스를

연소실내에 유입하여 연소시킴으로써 대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2) 배기가스 제어장치
3원촉매, FBM장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등

을 채택하여 차량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

면서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입

니다.

(1) 스파크 플러그
LPG가 휘발유보다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폭이 넓게 점화시켜 주기위해 규정치의 상

한값인 0.8mm가 되게 조정해 주십시오. 또한

연소온도가 휘발유 사용시 보다 높으므로 냉각

성이 좋은 BPR6ES 혹은 RN9YC로 열가가

높은것을 사용하십시오.

(2) 공회전 속도 및 혼합비 조정
엔진이 정상적인 작동온도에 도달했을 때 믹서

의 공회전 규정 속도와 혼합비를 조정 하십시

오.
공회전 속도 : 800±100rpm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규격
장비를 갖춘 정비업소에서 규정된
공회전 속도 및 혼합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3) 연료 충전량
LPG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에 규정된대로 탱

크 용량의 85％(과충전 방지 밸브 설치로 85

％ 충전시 자동 차단됩니다.)이내에서 충전하

십시오.

이때 운전석의 LPG 연료계는‘ FULL’위치

를 지시하게 되며 탱크 용량의 10％가 남아 있

을 때‘ EMPTY ’위치를 지시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저연료 수준으로 챠랑을 운행하는
것을 삼가 하십시오. 만일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실화가 발생하여
촉매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4)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항상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엘리먼

트를 상태에 따라 자주 청소 및 교환을 해 주

십시오.

(5) 솔레노이드 밸브 및 휠터
LPG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 및 기타 이물질로

인해 조기시동불량 및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매 20,000km마다 솔레노

이드 밸브 및 휠터를 분해하여 청소해야 합니

다.

●본 솔레노이드 밸브 및 휠터의 분
해 청소는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자동
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에서 실시 하여야만 합니다.

조정 및 점검사항

주의

주의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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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촉매변환장치
배출가스 중에 함유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탄

화수소, 질소산화물등의 유해한 가스를 무해한

가스인 이산화탄소, 물, 질소 등으로 변화 시

키는 장치입니다.

●촉매는 배기가스가 통과하므로 매
우 높은 온도에서 작동되니 다음
사항을 주의 하십시오.

●엔진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
하십시오. 만일 연료장치, 점화장
치, 전기장치등의 고장으로 인해
촉매가 과열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엔진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비정상
적인 소음을 유발할 때 또는 노킹
을 일으키거나, 엔진 시동이 어려
울 때는 즉시 기아자동차 직 사
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
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협력업
체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십시오.

●엔진의 파워발란스 측정시 측정시
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하며 수
동 파워 밸런스는 가급적 피하십
시오.

●저연료 수준으로 차량을 운행치
마십시오. 만일 연료가 떨어지면
엔진이 점화되지 못하여 촉매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엔진을 20분이상 공회전 시키지
마십시오.

●차량을 시동하기 위해 거나 당
기지 마십시오. 차량을 고 당기
면 촉매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
다. 

●차량 주행중에 절대로 시동스위치
를 끄지 마십시오. 점화장치를 끄
게 되면 배기장치내로 미연소 가
스가 유입 연소되므로 촉매가 과
열 손상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습
니다.

●차량을 잔디, 낙엽, 카페트등과 같
은 연소성 있는 물질위에 정차시
키지 마십시오.

●엔진이 작동중에는 촉매나 그 밖
의 배기장치에 손대지 마십시오. 

(7) PCV 밸브 및 호스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PCV 밸브 및 호스가 항상 청결해야 하므로 매

20,000km 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교환하십시

오.

(8)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호스와 밸브로드의 풀림, 다이어프램의 균열

등을 매 20,000km 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교

환하십시오.

(9) 진공호스 및 서머밸브 장착호스
진공호스, 서머밸브 장착 호스등은 매니홀드와

같 은 고 열 원 과 인 접 해 있 으 므 로 매

20,000km 주행마다 점검하여 호스표면에 열

이나 기계적 손상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10)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 캡, 점화코일 터미널 고압선 등

의 작동상태, 청결상태를 점검하십시오. 

(11) 베이퍼라이저
베이퍼라이저 내부에 타르 및 이물질이 축적될

경우에는 엔진부조 현상 등이 발생되므로 월1

회 또는 매 5,000Km마다 필히 베이퍼라이저

하단부에 있는 배출콕을 열어 타르 및 이물질

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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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및 이물질 배출요령
① 먼저 시동 스위치를 넣어 시동을 건 다음 냉각

수 온도계가 정상 작동 온도가 될때까지 기다립

니다. (냉각수가 충분히 데워지면 타르는 굳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②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후 시동을 끕니

다.

③ 오른쪽 앞바퀴와 차체사이로 손을 넣어 드레

인 콕을 열고 타르를 배출시킵니다.

④ 드레인 콕을 원위치로 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타르 배출시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개방된 평지에서 하십
시오

●타르를 배출 시킨후 안전을 위하여
필히드레인콕을닫으십시오.

●타르의 임의 배출은 환경에 유해하므
로 반드시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정비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타르제
거를하십시오.

(12) 라디에이터 냉각수 보충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켜, 히터 내부에 냉

각수가 통하게 한 후, 냉각수량을 점검하여 규

정 수면(주입구 밑면에서 10mm 아래)까지 냉

각수를 채우십시오.

(13) 수시점검 사항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① 누출된 가스가 차내로 들어오지 않는지 점검

② 파이프의 손상, 취부의 이완 또는 현저한

변형, 특히 고무호스 손상 유무 점검

③ 파이프의 연결부, 그의 각 부품의 연결부로

부터 가스누출 유무 점검

④ 탱크 고정대의 취부이완, 손상 유무 점검

⑤ 탱크에 장치되어 있는 액면계나 밸브류의

취부로부터의 가스 누출 점검

⑥ 베이퍼라이저, 그 외의 기구의이상유무점검

⑦ 배기 파이프로부터의 배기가스의 이상 누

출 점검

⑧ 가스배출구 또는 환기구의 이상 유무 점검

⑨ 전기배선 또는 전기의 피복 손상 유무 점검

주의

HDS-071

열열림림

열열림림

닫닫힘힘

MVO-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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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부조의 경우, LPG 연료장치의 단독적인 고장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기계통, 실린더의 압축 압력, 그 밖의 엔진 각부가 정상적인가를 조

사한 후, LPG 연료장치의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고 장 내 용 고 장 원 인 조 치

1. 연료가 떨어짐 연료 보충

수정
2. 조작 불량

LPG 탱크의 취출밸브 열림 여부 및 커플링의 연결

상태 점검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불량

공회전 조정 불량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스위치 점검

재조정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는다.

베이퍼라이저의 각 밸브의 작동 불량

베이퍼라이저 공회전 조정스크류 및 스로틀밸브 개도불량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불량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한 누출

진공호스의 이탈, 노화, 손상

솔레노이드 밸브의 기능 불량

보충

수리 및 교환

재조정

교환

조정

밸브가 시트에 완전히 착하도록 조정

믹서 취부 각부의 체결 불량

각 다이어프램의 손상

베이퍼라이저 내부의 이물질의 축적

수정

교환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 제거 후 잠금

연료 부족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불량

공회전 조정 불량

각 다이어프램의 손상

3. 기능 불량

1. 혼합가스 농도

과다

2. 기능 불량

1. 엔진 불량

2. 공회전 불량

시동불능

시동난이

엔진부조

수리 및 교환

수리 및 교환

수정 및 교환

교환

고장 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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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 원 인 조 치

진공호스의 이탈, 노화, 손상

점화시기 불량

믹서의 스로틀 밸브 개도 불량

믹서의 혼합조정 스크류의 과도한 불량

베이퍼라이저 각 밸브 불량

고압 다이어프램의 파손

믹서의 혼합조정스크류의 과도한 조임

휠터의 막힘, 파이프, 밸브등이 이물질로 막힘

저압 다이어프램 파손

진공로크 다이어프램의 파손

저압 고무호스가 굽혀져 꺽임

수정 및 교환

조정

조정

조정

교환

교환

조정

세척 및 교환

교환

교환

수정

엔진부조

고 장 내 용

가스량

과 대

가
스
량
부
족

2. 공회전 불량

3. 출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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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의 운전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1)화기
① 취급부주의로 인한 LPG누출이 있더라도

화기가 없으면 화재발생이 안됩니다.

② 화기(난로, 모닥불, 담뱃불, 전기불) 옆에

서 LPG탱크 및 파이프 등을 점검, 분해수

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2)LPG 누출
① 우선 냄새로 확인하십시오. LPG 차량에

접근시, 냄새로 LPG 누출 여부의 점검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② 누출부위를 확인할 시, 비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누출량이 많은 부위에는 주위의 열을 흡

수,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현상이

발생합니다.

④ 누설되는 부위를 손으로 막지 마십시오.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⑤ LPG탱크의 수리는 절대로 금하고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누설이 확인되면 LPG탱크의 취출밸브를

잠그시고 정비해야 합니다.

⑦ 정비를 요할시에는 규격 장비를 갖춘 정비

협력업체을 이용하십시오.

(3)운행시 안전사항
① 안전교육을 이수하십시오.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주행중 LPG 냄새 또는 이상을 느낄 때,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엔진을 끈 다음

승객이 있을 경우 하차시키고 LPG 탱크의

취출밸브를 잠근 후, 누설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LPG 누설이 중단되지 않을 시 속히 부근

의 화기를 없애고 안전하게 LPG가 방출되

도록 감시하면서 인근의 협조를 얻어 경찰

서, 소방소 또는 소속회사에 긴급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④ 정비가 완료된 후 재차 필요한 점검을 하

고 운행하십시오.

●LPG 가스 주입시에는 안전을 위하
여 필히 승객과 운전자는 하차후 실
시해야 합니다.

운전자 준수사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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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통사고 발생시
① 사고로 인하여 차체에 파손을 입었을 때, 즉

시 LPG 스위치를 OFF시키고 엔진을 정지

시킨후 승객을 대피시킨 다음 연료충전밸브

와 취출밸브를 잠그십시오.

②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연료계통의 누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③ 누설이 많아 응급처치가 불가할 시, 사람

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5)화재 발생시
① 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됐을 때, 운전

자는 행동을 침착하게 하여 즉시 LPG 스

위치를 OFF시키고 엔진을 정지시킨후 승

객을 대피시킨 다음 연료충전밸브와 취출

밸브를 잠그십시오.

② 누설부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재빨리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끈 다음, LPG탱크가

과열되지 않도록 물로써 냉각시키십시오.

③ LPG에 붙은 불은 물로써 간단히 끌 수

있습니다.

④ 누설부위의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시, 사람

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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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휘발유, 
LPG

경　유

사용연료 차 종 적 용 기 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 연 공기과잉율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

비고 : 1.상기 규정치 이상 방출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2.매연란 중 (  )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 측정한 경우임.

2001년 1월 1일이후

2001년 1월 1일이후

1985년 1월 1일이후

2001년 1월 1일이후

2001년 1월 1일이후

1.2%이하

1.2%이하

4.5%이하

–

–

220ppm이하

220ppm이하

1,200ppm이하

–

–

–

–

–

30%(2도)이하

25%(2도)이하

–

–

1±0.1이내(다만,기화기

식연료공급장치 부착

자동차는 1±0.15이내,

촉매 미부착자동차는

1±0.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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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

행규칙(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액화석유가

스(LPG)사용차량 운전자는 한국가스 안전공

사에서 실시하는 가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며

가스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

전하시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47조(벌칙)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각 시·도에 있

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이수하신후

차량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안전교육 및 수강안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엔진조정명세

현대자동차(주)

밸브간격 및 공회전수 : 자동 조절됨.   점화 플러그 간극 : 

점화시기 :                     (점화시기 조정단자 접지시)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구제법의 제규정에 적
합하게 제작됨.

인증번호 : 엔진배기량(ℓ) :

동일차종 : 

A B

D

M

E

C

구 분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배 기 관
탠화수소

입자상
물　질

매　연
비　 고

차　종 배출가스보증기간

제작차

운행차

–

–

–

–

g/㎏이하

%이하

F

I

g/㎞이하

ppm이하

H

K L
J

g/㎏이하
G

–

REMARK

A

B

C

D

E

F

G

H

I

J

K

L

M

DS 2.0LPG 00EM

YMY-HD-13

2.0

YHD 2.0 VP1FDS

0.7-0.8㎜

BTDC 5℃±2℃

2.11

0.25

0.16

1.2

400

승용자동차

12만㎞

32450-32100

▶ 매연 저감 설명서

이 설명서는 엔진 후드 안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