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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임
프레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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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마운팅 인슐레이터 구성

1. 어퍼 인슐레이터
2. 로우 인슐레이터
3. 와셔 및 튜브
4. 평 와셔
5. 볼트
6. 그로메트
7. 너트

8. 플레이트
9. 어퍼 인슐레이터
10.  로우 인슐레이터
11. 볼트
12.  너트
13.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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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마운팅 인슐레이터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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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드
2. 스프링

3. 후드 힌지 어셈블리
4. 볼트

2. 후드의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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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거
1) 후드 스트라이커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2) 후드 마운팅 볼트를 탈거한 후 후드를 탈거한다.

   주의

    프론트 바디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헝겊 등으로 보호한
다.

3) 후드 록크를 탈거한다.

4) 오프닝 클립에서 후드 케이블을 탈거한다.

5) 운전석 쪽으로 케이블 너트를 당긴다.

7)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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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드 힌지

   ·후드 힌지 마운팅 볼트를 푼다.

   ·후드 힌지를 전후좌우로 조정한다.

   ·후드 스톱 조정볼트를 조정하며 수직 방향으로 후드

      앞끝을 조정한다.

2) 후드래치

   ·후드 록크 마운팅 볼트를 느슨하게 한다.

   ·록크의 위치를 전후좌우로 조정하여 후드 래치와 맞춘뒤

      후드의 높이를 조정한다.

조     정

3) 세이프티 래치

   ·차체의 좌,우측의 훅크 조정볼트를 돌려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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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휀더의 탙거·장착

탈      거
1) 스크류를 푼뒤 머드 가드와 휠 가드를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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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론트 콤비네이션 커넥터를 분리한다.

3) 콤비네이션 램프를 탈거한다.

4) 휀더 장착 볼트를 탈거한다.

   주의

    페인트 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   착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의

   휀더 장착 볼트 주위의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휀더와
보디 패널사이에 테이프 씰러를 도포한다.

조 임 토 오 크 7~9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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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퍼의 탈거·장착

주의

상기 그림과 같이 탈거·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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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퍼 상단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틈새

정 비 기 준 12±1.0mm

조립시 점검사항

2) 범퍼 상단과 헫,램프 몰딩의 틈새

3) 범퍼와 휠 아치 몰딩의 틈새

정 비 기 준 9mm

정 비 기 준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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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범퍼

주의

상기 그림과 같이 탈거·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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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시 점검사항
1) 리어 범퍼 훼시아 상단과 테일게이트의 틈새

2) 리어 범퍼 훼시아와 리어 범퍼 몰딩의 틈새

3) 쿼터 아웃터 판넬과 리어 범퍼 훼시아의 틈새

정 비 기 준 12±1.0mm

정 비 기 준 11.0mm

정 비 기 준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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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어의 탈거·장착
프론트 도어

1) 더어의 센터힌지 고정핀을 탈거한다.

2) 바디 사이드의 상·하 힌지 마운팅 볼트를 풀고 도어 판넬
을 탈거한다.

3)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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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도어

1) 도어의 센터힌지 고정핀을 탈거한다.

2) 바디 사이드의 상·하 힌지 마운팅 볼트를 풀고 도어 판넬
을 탈거한다.

3)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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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게이트

1) 가스 쇽업 쇼버의 연결 볼트를 풀어떼어낸다.

2) 테일 게이트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탈거한다.

3) 테일 게이트 브라켓;의 고정볼트를 풀고 테일게이트를 떼
어낸다.

4)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탈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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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측 스트라이커 조정>

조     정

3) 테일게이트에 설치된 세이프티 훅크도 상기와 같은 동일
한 방법으로 조정한다.

1) 스트라이커의 위치를 수평·수직으로 움직여 조정하고 시
임을 추가 또는 감하여 스트라이커의 높이를 조정한다.

<테일게이트 스트라이커조정 >

2) 스트라이커의 위치를 상기와 같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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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래스의 탈거·장착
프론트, 사이드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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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윈도우 장착
1) 윈드 쉴드 글래스 부착 플랜지의 세척

·거즈는 20회 사용후 버림

·거즈는 용제(이소프로필 알콜)로 완전히 적실것

   (청결유지)

·세척된 바디면에는 이물질이 묻잊않도록 주의

·바디 플랜지 세척후 플랜지 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바디

   프라이머 도포

·플랜지에 기름이나 먼지등의 오물이 없도록 철저히 세척

   한다.

    - 기름등이 묻어 있을 경우 프라이머가 도포되지 않음.

·도포후 사용기간 : 3분에서 8시간까지(8시간후 재도포)

·프라이머가 차체를 오염시킨 경우 : 가능하면 빨리 에칠

  알콜과 에칠 아세테이트의 혼합액(부피로 50:50)과 같은

    세척용 용제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낼 것.

· 유효기간(90일)이 지난 프라이머는 폐기할 것.

·도포시 프라이머가 흘러내려 불필요 부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할것.

2) 윈드 쉴드 스페이서 끼움

   ·걸림턱에서 "딱"소리가 날때까지 끼운다.

   ·바디면에 끼운후 유격이 없을 것.

      - 사이드 스페이서 방향

      - 로우 스페이서 방향

3) 윈드 쉴드 글래스 세척

·글래스 세척부위('x')는 글래스 끝부터 15mm를 유지

·거즈는 20회 사용후 버림

·거즈는 용제(이소프로필 알콜)로 완전히 적실것(청결유지)

·세척된 글래스 면에는 손가락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

·글래스 세척후 그래스 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글래스 프라
이머 도포

·글래스의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기름 또는 먼지등의오물이
없도록 철저히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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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윈드 쉴드 글래스에 글래스 댐 서브 부착

·댐과 글래스 가장자리와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부착할 것.
불일정한 경우 프라이머와 실런트 불균일 도포됨

·댐 부착이 잘못되어 댐을 떼어낼 때, 양면 테이프가 글래스
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할 것. 양면 테이프가 댐 부착위치 이
외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 외관불량 및 실런트 접착력 약화
를 초래하여 글래스 탈락의 위험이 있음.

5) 댐의 외측 바디에 글래스 프라이머를 엷게 도포한다.

주의

  ·바디 프랄이머를 글래서에 도포해선 안된다.

  ·손으로 프라이머를 도포한 표면을 만지면접착제가 글래
스에 적절히 접착되지 않아 윈드쉴드 장착후누수가 발생
할 수 있다.

  ·프라이머 도포면에 물, 머지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실런트를 윈드 글래스에 도포한다.

·실런트 도로 형상이 일정하지 않고 도포향 및 높이가 불균
일 할 경우 글래스 장착 후 누수발생

·도포시 노즐에 걸려 글래스 몰딩 및 글래스 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실런트 도포 기준 : 글래스를 뒤집은 상태에서 우측 하단부
200mm 지정메서 도포 시작

7) 장착

    실런트를 도포후 압착기를 이용하여 프론트 글래스를 5분
이내에 부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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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윈도우 장착
※표시 부분은 프로트 윈도우 장착방법과 동일하므로 참고

   할 것.

※1) 프론트 윈드 쉴드 글래스 부착 를랜지의 세척 방법과

  같이 동일하게 세척한다.(프라이머 도포)

·윈드 쉴드 글래스 세척방법과 동일하나 글래스 끝단으로부

   터 20mm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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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드 글래스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사용전 교반기에서 충분히 교반된(약 10분이상)것을 꺼
내 사용할 것.(침전물이 없을 것)

    ·도포량 과다로 프라이머가 도포부위의 불필요 분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도포후 건조 시간 : 1분~24시간(24시간 이상 경과후에
는 재 도포할 것.)

    ·침전물이나 부유물이 있는 것은 사용불가

    ·유효기간(90일)이 지난 프라이머는 폐기할 것.

    ·도포시 글래스 면에 고루 도포할 것.

3) 실러트를 사이드 글래스에 도포한다.

    ·실런트 도포기준 : 글래스를 뒤집은 상태에서 우측 하단
부 100mm지점에서 도포시작

    ·실런트 도포현상이 일정하지 않고 도포량 및 높이가 불
균일할 경우 글래스 장착후 누수 발생

4) 스테이 볼트 와셔가 끼워져 있는 것을 확인후 장착할 것.

정 비 기 준 7.7Nm

5) 실러트를 도포후 압착기를 이용하여 사이드 글래스를 5분
이내에 차체에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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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게이트 글래스

1. 와이퍼 암 및 블레이드 어셈블리
2. 리어열선

3. 테일게이트 트림
4. 테일게이트 윈도우 글래스

주의
상기 그림과 같이 탈거·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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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게이트 글래스 장착
1) 테일 게이트 플랜지를 세척한다.

- 거즈는 20회 사용후 버림
- 거즈는 용제(이소르로필 알콜)로 완전히 적실것(청결
   유지)
- 세척된 바디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 바디 플랜지 세척후 를랜지 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바디 프라이머 도포
- 플랜지에 기름이나 먼지등의 오물이 없도록 철저히
   세척한다.
- 기름등이 묻어 있을 경우 프라이머가 도포되지 않음.

2) 테일게이트 플랜지의 세척이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사용전 냉장고에 보관(-2°C~+5°C)
- 사용전 교반기에서 충분히 교반된(약 10분이상0것을
   꺼내 사용할 것.(침전물이 없을 것)
- 용기의 개봉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할 것.
- 개봉 즉시 다시 빌봉을 한뒤에도 24시간 이내에 사용.
- 차체표면에 고로 도포할것.
- 도포 후 사용시간 : 3분에서 8시간까지 (8시간후
    재도포)
- 프라이머가 차체를 오염시틴 경우 : 세척용 용제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낼 것.
- 도포시 르라이머가 흐러내려 불필요 부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할 것.

3) 테일게이트 글래스를 세척한다.
- 글래스 세척부위('X')는 글래스 끝단부터 15mm를
   유지
- 거즈는 20회 사용후 버림
- 거즈는 용제(이소프로필 알콜)로 완전히 적실것
   (청결유지)
- 세척된 글래스 면에는 손가락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
- 글래스 세척후 글래스 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글래스
   프라이머 도포
- 글래스의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기름 또는 먼지등의오
   물이 없도록 철저 세척-오일이 묻어 있을 경우 프라이
   머가 도포되지 않음.

4) 테일게이트 글래스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사용전 교반기에서 충분히 교반된(약 10분이상)것을 꺼
   내 사용할 것.(침전물이 없을 것.)
- 도포량 과다로 프라이머가 도포부위의 불필요 부분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할 것.
- 도포후 건조시간 : 1분~24시간(24시간 경과후 재도포)
- 침전물이나 분순물이 있는 것은 사용불가
- 유효기간(90일)이 지난 프라이머를 폐기할 것
- 거즈는 20회 사용 후 버림
- 도포시 글래스 면에 고루 도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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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런트를 글래스에 도포한다.
·실런트 도포기준 : 글래스를 뒵은 상태에서 우측 하단부
   200mm 지점에서 도포시작
·시런트 도포형상이 일정하지 않고 도포량 및 높이가 불
   균일 할 경우 글래스 장착후 누수 발생
·도포시 노즐에 걸려 글래스 몰딩 및 글래스 댐이 떨어지
   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실런트를 도포후 압착기를 이용하여 리어 글래스를 5분이
내 장착한다.
·글래스 장착후 테일게이트와 글래스의 상당부에 2개소,
   암사이드 부에 1개소씩 청테이프를 부착할 것.
·쿼터 아우터 판넬과 테일게이트 글래스 몰딩의 틈새
   단차



바디

7. 시트와 시트벨트의 탈거·장착
프론트와 이러시트

1. 프론트 시트(운전석)
2. 프론트 시트(조수석)
3. 헤드 레스트
4. 프론트 시트 언더트레이 어셈블리

5. 프론트 시트 마운팅 리어 아웃터 커버
6. 프론트 시트 마운팅 리어 인너 커버
7. 리어 시트 어셈블리
8. 리어 시트 헤드 레스트 어셈블리

주의
상기 그림과 같이 탈거·장착한다.



바디

프론트 시트 벨트

1. 프론트 3점식 시트 벨트 어셈블리
2. 프론트 버클 어셈블리
3. 프론트 시트 벨트 더스트 커버

4. 프론트 시트 벨트 하이스트 어저스터 어셈블리
5. 시트 벨트 웨빙 가이드

주의
상기 그림과 같이 탈거·장착한다.



바디

리어 시트 벨트

1. 리어 3점식 시트 벨트 어셈블리
2. 리어 시트 벨트 스토크 글레이트 어셈블리
3. 리어 2점식 시트 벨트 어셈블리-센터
4. 리어 시트 벨트 웨빙 버클 어셈블리-센터

5. 리어 시트 벨트 웨빙 버클 어셈블리 -사이드
6. 리어 시트 벨ㄹ트 웨빙 행거
7. 리어 시트 벨트 더스트 커버
8. 시트 벨트 웨빙 가이드

주의
상기 그림과 같이 탈거·장착한다.



바디

8. 언더커버의 탈거·장착

1. 장착볼트 ................................... 18~47Nm
2. 언더커버

1) 언더커버의 장착볼트(6개0를 훈후, 조심스럽게 언더커버
를 탈거한다.

2)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조 임 토오 크 28~47Nm

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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