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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장착 키트

1 가솔린 히터

2 홀더

3 배기장치

4 볼트 M6x100

5 너트 M8(3개)

6 너트 M6(2개)

7 냉각수 호스/파이프

8 볼트

9 호스 클립(3개)

10 연료 펌프

11 케이블 타이(20개)

12 보호 커버, 가솔린 펌프

13 브래킷, 연료 펌프

14 진동 댐퍼

15 클램프

16 너트 M6(2개)

17 나사(2개)

18 조인트 호스

19 조인트 호스

20 호스 클립, 연료 라인(4개)

21 호스

22 호스 클립(2개) (한 개는 호스(21)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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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라인 키트

1 연료 라인(펌프-히터)

2 연료 라인(탱크와 펌프 사이)

F920A0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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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 키트

배선 하니스

F920A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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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경고
히터 작업에는 차량의 연료장치 분해 및 연료 탱
크 배출이 포함된다. 따라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연료 증발가스 제
거용으로 승인된 흡입장치가 있으면 사용하
도록 한다.

� 보호 장갑을 착용한다!  연료에 장시간 접촉
하면 피부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 BE 등급의 소화기를 가까이에 두도록 한다.
전류 회로의 차단이나 단락 등에서 발생되는
불꽃의 위험에 주의한다.

� 절대 금연하도록 한다.

�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주의
배기장치의 전단부에 있는 유연한 벨로즈는 중
립적인 배치 상태에서 5。를 초과하여 굽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전단부가 자유로이 걸린 상
태에서 벨로즈가 장치의 중량에 의해 발생된 것
보다 더 굽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프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면 부품이 변형
되어 소음과 누출 및 고장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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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작업

연료 압력 축소연료 압력 축소연료 압력 축소연료 압력 축소

1 엔진을 공회전 시킨다.

2 엔진실의 배터리 앞에 위치한 전기 센터에서
퓨즈 2(연료 펌프)를 제거한다.

3 엔진이 정지하면 시동 키를 OFF 위치로 돌리
도록 한다.

4 퓨즈를 재장착한다.

연료 탱크 배출연료 탱크 배출연료 탱크 배출연료 탱크 배출

연료 탱크에는 드레인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지 않
다. 연료장치의 작업에서 연료 탱크의 배출이 필
요한 경우에는 주유 파이프를 통해 배출장치를 사
용한다.

배출시키기 전에 배출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를 숙독하도록 한다.

주의
연료장치의 작업에서는 청결에 주의하도록 한다.
먼지가 탱크와 연료 라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
다.

배출장치의 흡입 파이프를 삽입하고 제거할 때
연료 탱크의 역지 밸브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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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터리의 음극 케이블을 분리한다.

2 팽창 탱크의 캡을 제거한다.

3 차량을 들어 올린다.

4 배기장치 전단부의 볼트를 제거한다.

5 배기장치를 제거한다.

6 엔진 밑에 용기를 위치시키고 냉각수 펌프의
하단에 달린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서 냉각수
를 빼낸다.

F920A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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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료 탱크 앞에서 커넥터를 뽑고 마운팅에서
배선 하니스를 분리시킨다.

8 연료 탱크 밑에 필러 잭을 위치시키고 탱크 마
운팅 스트랩을 푼다.

9 공구 83 95 261을 사용하여 연료 라인을 분리
시키고 연료의 누출을 막기 위해 연료 라인 탱
크 연결부를 막는다.

10 연료 탱크에서 주유구 파이프 호스를 제거한
다.

11 탄소 필터 환기 호스에 접근 가능할 때까지 연
료 탱크를 조심스럽게 내린다. 탄소 필터 환
기 호스의 조인트와 연료 주유구 환기 호스의
조인트를 분리시킨다.

12 연료 탱크를 완전히 내리고 작업대로 들어낸
다.

13 히터 연료 파이프가 삽입되는 구멍의 위치를
표시한다.

14 탱크에 10.5mm의 구멍을 뚫는다.

15 실이 탱크에 위치될 때까지 연료 파이프를 탱
크에 밀어 넣고 연료 라인 홀더의 각 측면에
서 케이블 타이로 다른 연료 라인의 파이프를
고정시킨다.

16 연료 주유구 파이프에 연결된 호스를 제거하
고 (호스 클립은 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세
트에서 호스를 장착한다.

체결 토크: 4Nm (3lbf ft)체결 토크: 4Nm (3lbf ft)체결 토크: 4Nm (3lbf ft)체결 토크: 4Nm (3lbf ft)

17 연료 탱크를 필러 잭에 위치시키고 탱크를 살
짝 들어 올려서 연료 주유구 환기 호스를 연
결한다. 연료 탱크를 완전히 들어 올리고 잔
여 연료 라인을 연결한다.

18 연료 탱크 마운팅 스트랩을 장착한다.

체결 토크: 24Nm (18lbf ft)체결 토크: 24Nm (18lbf ft)체결 토크: 24Nm (18lbf ft)체결 토크: 24Nm (18lbf ft)

19 연료 탱크 앞의 커넥터를 연결하고 배선 하니
스를 마운팅에 장착한다.

20 냉각수 펌프 하단에 드레인 플러그를 장착한
다.

21 바닥 위에 위치할 때까지 차량을 내린다.

주의
드릴 작업 시의 부스러기가 탱크 내부에 떨어지
지 않도록 주의한다.

F920A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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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기량 센서의 커넥터를 뽑고 흡입 호스를 분
리시키며 공기 필터 커버를 제거한다. 공기 필
터 커버에서 호스를 제거한다(호스가 장착된
경우).

23 터보 흡입 파이프에서 제어 밸브(APC 밸브)의
소형 호스와 탄소 필터 환기 밸브의 호스를 제
거한다. 흡입 파이프를 제거한다.

24 터보 컴프레서의 열 보호막을 제거한다(2개의
나사와 한 개의 캐치).

25 열 교환기의 연결부에서 냉각수 호스를 제거
하고 서모스탯 하우징에서 팽창 탱크에 최근
접된 호스를 제거한다.

26 벌크헤드의 히터 마운팅 브래킷을 장착한다.

체결 토크: 24Nm (18lbf ft)체결 토크: 24Nm (18lbf ft)체결 토크: 24Nm (18lbf ft)체결 토크: 24Nm (18lbf ft)

벤젠을 사용하여 엔진에 최근접한 오른쪽 서
스펜션 터릿의 상단에서 서스펜션 스트럿 마
운팅 볼트 사이의 구역을 청소한다. 히터에서
보조 라벨을 제거하여 깨끗한 부분에 부착한
다.

주의
재장착에 필요한 호스 클립을 고정시킨다.

F920A016

23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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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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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어떤 경우에도 이 라벨이 다른 라벨이나 플레이
트를 덮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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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품의 냉각수 호스에 호스 클립(낡은 클립 포
함)을 장착한다. 서모스탯 하우징 연결부와 팽
창 탱크에 최근접된 열 교환기 연결부 사이에
호스/파이프 어셈블리를 연결한다. 벌크헤드
의 어셈블리를 나사로 체결하지 않도록 한다.

28 열 교환기 연결부에 다른 냉각수 호스를 연결
한다.

29 제어 밸브(APC 밸브)를 제거하고 터보 컴프레
서에서 크랭크 케이스 환기 호스를 제거한다.

30 히터의 입구와 출구에서 마개를 제거한다. 히
터 커넥터를 고정하는 케이블 타이를 밀어 두
고 히터의 마운팅에서 커넥터를 분리한다.

31 서스펜션 터릿을 보호하고 위에서 히터가 마
운팅에 위치되도록 이동시킨다.

체결 토크: 9Nm (6.5lbf ft)체결 토크: 9Nm (6.5lbf ft)체결 토크: 9Nm (6.5lbf ft)체결 토크: 9Nm (6.5lbf ft)

커넥터 마운팅이 원래의 형태로 복귀되도록 구
부린다.

32 커넥터를 마운팅에 장착하고 케이블 타이를 커
넥터 주위에 재위치시킨다.

33 하부의 냉각수 호스를 히터에 연결하고 호스
클립을 체결한다.

34 상부의 냉각수 호스를 히터에 연결하고 호스
클립을 체결한다.

35 냉각수 파이프 마운팅을 벌크헤드의 브레이크
파이프 커버 플레이트에 부착한다.

36 크랭크 케이스 환기 호스를 터보 컴프레서에
연결하고 제어 밸브(APC 밸브)를 장착한다.

37 히터의 입구 호스를 종방향 프레임 멤버 구멍
의 부속물에 연결한다.

주의
호스의 열 보호막을 서모스탯 하우징 쪽으로 넣
어서 호스 클립이 열 보호막의 절단 부분에 맞
도록 한다.

F920A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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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7

29 29

36

37

참고
손쉽게 장착하기 위해 커넥터 마운팅을 약간 구
부릴 수 있다.

주의
배출 호스가 흡입 호스와 간섭되지 않는지를 점
검한다. 히터의 배선 하니스 채널이 너무 굽어
진 경우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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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풀러 85 80 144를 사용하여 와이퍼 암을 제거
한다. 또한 보닛 실과 벌크헤드 공간 위의 커
버를 제거한다.

F920A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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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엔진실 메인 퓨즈 박스와 프런트 윙 사이에 있
는 "Pre Acc" 소켓을 찾고 접착 테이프나 더
미 커넥터를 제거한다.

40 설치 세트의 배선 하니스를 히터의 커넥터에
연결하고 벌크헤드 공간을 통해 엔진실 전기
센터에 인접한 "Pre Acc" 소켓트에 연결한다.

41 엔진실의 메인 퓨즈 박스 앞 접지점(G30A)에
접지선을 연결한다.

42 4핀 "Pre Acc" 소켓에 배선 하니스를 연결한
다.

43 케이블 타이(7개)로 배선 하니스를 고정한다.
배선 하니스와 프런트 윙 사이에 "Pre-Acc" 소
켓을 위치시킨다.

44 프레임 멤버 뒤쪽 끝단의 연료 라인을 따라 연
료 펌프 배선 하니스가 배열되도록 한다.

주의
배선 하니스는 프런트 윙 옆의 실에 위치되어야
한다.

참고
4핀 "Pre Acc" 소켓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커넥터에 연결한다.

– "Pre Acc"를 분리한다.

– 히터 배선 하니스의 커넥터에서 실을 제거하
고 커넥터 블록에서 케이블을 분리한다.

– 빨간 선(RD)이 위치 1에 그리고 녹색 선(GN)
이 위치 2에 위치된 상태로 "Pre-Acc"에 연
결된 커넥터에 케이블을 장착한다.

– 커넥터를 "Pre Acc"에 연결한다.

F920A019

41

42

42

43

434343

40

43

주의
필터 배출 호스의 정확한 장착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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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차량을 들어 올린다.

46 연료 펌프 배선 하니스를 밀어 넣는다.

47 히터와 종방향 프레임 멤버 사이에 연료 펌프
연료 라인을 위로 배열 시킨다.

48 연료 라인을 히터에 연결한다.

49 차량 바닥 이면의 클립에 연료 펌프 연료 라
인을 장착한다. 연료 라인은 각 클립의 상부
홈에 위치되도록 한다.

50 바닥 이면의 클립을 열고 홈에 연료 라인을 위
치시킨다. 클립을 닫고 클립 사이에서 케이블
타이(7개)로 연료 라인을 고정한다.

F920A020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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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료 펌프 브래킷을 연료 탱크 앞 오른쪽의 차
량 바닥에 위로 위치시키고 3.5mm 드릴을 사
용하여 구멍을 가공한다.

52 구멍의 거친 부분을 절삭하고 부스러기와 색
소 먼지를 제거한다. Teroson Cleaner FL로 청
소하고 Standox 1K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마
무리 코팅을 실시한다.

53 진동 댐퍼 및 보호 커버와 함께 연료 펌프를
브래킷에 장착한다.

54 조인트 호스와 개별 연결용 2개의 호스 클립
을 사용하여 연료 라인을 연료 펌프에 연결한
다. 한쪽 끝단에 직경이 소형인 조인트 호스
를 배치해서 이 끝단이 직경이 작은 펌프의 연
결부에 장착되도록 한다. 브래킷의 구멍을 통
해 케이블 타이가 지나도록 하여 긴 연료 라
인을 펌프 브래킷에 부착한다.

55 배선 하니스를 연료 펌프에 연결한다.

56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하니스를 브래킷에 부
착한다.

57 펌프 어셈블리와 함께 브래킷을 차량 바닥에
나사로 고정한다.

주의
직경이 소형인 연결부가 차량의 중심 및 약간 앞
쪽을 향하도록 한다. 보호 커버는 펌프 밑에 위
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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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히터 배기 파이프가 히터를 향해 위로 이동되
도록 하여 파이프의 끝을 히터의 배기 구멍에
장착한다. 2개의 너트로 배기 파이프를 차량
바닥에 고정한다.

체결 토크: 5Nm (3.5lbf ft)체결 토크: 5Nm (3.5lbf ft)체결 토크: 5Nm (3.5lbf ft)체결 토크: 5Nm (3.5lbf ft)

59 차량의 배기장치를 장착한다.

체결 토크: 22Nm (16.5lbf ft)체결 토크: 22Nm (16.5lbf ft)체결 토크: 22Nm (16.5lbf ft)체결 토크: 22Nm (16.5lbf ft)

60 바닥 위에 위치할 때까지 차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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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열 보호막을 터보 컴프레서에 장착한다(2개의
나사와 한 개의 캐치).

62 터보 흡입 파이프를 장착하고 파이프에 제어
밸브(APC 밸브)의 소형 호스와 탄소 필터 환
기 밸브의 호스를 연결한다.

63 공기 필터 커버를 장착하고 커넥터를 공기량
센서에 연결한다. 호스를 공기 필터 커버에 부
착한다(호스가 장착된 경우).

64 냉각수를 채우고 장치의 누출 여부를 점검한
다. 팽창 탱크 캡을 장착한다.

65 배터리의 음극 케이블을 연결한다.

66 진단 공구를 연결하여 차량 모델과 연식을 선
택한 후 "전체"를 선택하고 "추가/제거"를 선
택하며, 액세서리를 선택한 후에 "추가"를 선
택한다.

67 다음과 같이 냉각장치에서 공기를 빼낸다.

냉각장치를 MAX 레벨까지 채운다. 팽창 탱크
캡을 닫는다. 엔진을 시동시킨 후 라디에이터
팬이 작동될 때까지 다양한 엔진 회전수로 가
동시킨다 . 팽창 탱크 캡을 조심스럽게 열고
MAX 레벨까지 채워 넣는다. 캡을 닫는다. 엔
진을 끄고 필요하면 냉각수를 MAX 레벨까지 보
충한다.

68 SIDC의 "CUSTOMIZE" 버튼을 눌러서 히터를 시
동하고, "Parking heater"를 선택한 후 "SET"
를 누르고, "Manual control"를 선택하여
"SET"를 누르고, "Heater on"을 선택하여
"SET"를 누른 뒤 히터의 시동을 점검한다
(약 1분의 지연이 있다). 필요하면 냉각장치
를 채운다(엔진이 꺼진 상태).

69 벌크헤드 공간 위에 커버를 장착하고 보닛 실
과 와이퍼 암을 장착한다.

70 시계/날짜를 조정한다.

71 히터 프로그램히터 프로그램히터 프로그램히터 프로그램 점화 스위치를 ON 으로 돌리고
SIDC의 "CUSTOMIZE" 버튼을 누른 뒤 "Parking
heater"를 선택하여 "SET"를 누르고, "Manual
control"를 선택한 후 히터의 시동을 점검하거
나 "Timer setting", "Timer"를 선택하고 "A"
나 "B", "C" 타이머를 선택하여 적당한 시간을
프로그램한 후에 "SET"를 누른다. 히터가 프로
그램된 시간에 시동되는지를 점검한다.

"Manual control"를 선택하여 "SET"를 누르고,
"Heater off"를 선택하여 "SET"를 누른 뒤 히
터의 작동 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Back"을 선
택하여 "SET"를 누르고, "Finish"를 선택한 후
"SET"를 누른다.

참고
A/C나 ACC는 OFF 상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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