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객을 시트에 고정시키기 위한 벨트를 말한다 .

좌석안전띠 ( 시트 벨트 [ seat bel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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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33 조 자동차 부품의 자료제공과 자기인증요령 102 조 2 항에 따라 귀하의 차량을 더욱 편
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자기인증을 받은 부품의 사용방법을 제공합니다 .

▶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양 및 제원은 지속적인 제품 품질 향상 정책에 따라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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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벨트의 탈거 , 장착

앵커부 및 LER 부

( 부대작업 )

·센터 필러의 어퍼 및 로워 커버를 탈거한다 .

( 포인트 )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커넥터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커넥터의 탈착은 테이프를 감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접촉부에 집어넣고 들어올려
커넥터를 탈거한다 .

·커넥터 장착은 커넥터를 밀어넣어 장착한다 .

앵커부 및 LER 부

리어 시트벨트의 탈거 , 장착

( 부대작업 )

·리어시트 탈착

·리어 필러 피니셔 및 리어파셜 셀프피니셔 탈착

점검

사고후 점검

충돌후는 리트렉터를 포함한 시트벨트 어셈블리를 장
착한 모든 부위를 점검한다 . 또한 시트벨트 장착부에
손상 , 변형등이 없는지 점검한다 . 충돌한 경우 , 손상
이 있는 경우나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은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교환을 소홀히 할 경우 사고시 중대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SM3_021

SM3_011

SM3_012

SM3_013

SM3_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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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스크류 위치는 그림을 참조한다 .

아래의 경우는 시트벨트를 교환한다 .

·시트벨트가 손상된 경우 .

·시트벨트 장착부가 손상된 경우 . ( 새로운 시트벨트를
장착하기전에 장착부의 손상 , 변형 등을 점검한다 .)

·사용 , 미사용에 관계없이 에어백이 작동된 경우 .

·시트벨트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점검

1. 정상여부를 시트벨트 경고등으로 점검한다 .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시트벨트 경고등은 점등되고 착용
하면 소등된다 .

2. 시트벨트 리트렉터 및 버클의 앵커볼트가 확실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

3. 시트벨트 숄더앵커의 축이 자유롭게 회전하는가 또
는 시트벨트 어드저스터가 적절하게 작동 및 확실하
게 끼워지는가 확인한다 .

4. 리트렉터 작동점검

a. 벨트를 완전히 잡아당겨 꼬임 , 절단 그 밖의 손상
이 없는지 점검한다 .

b. 벨트를 다시 감는다 . 벨트가 부드럽게 완전히 리
트렉터에 감기는지 확인한다 . 벨트가 부드럽게 감
기지 않을때는 먼지 등이 원인일수 있으므로 깨끗
한 수건 등으로 앵커 상부를 닦아준다 .

c. 시트벨트를 조인다. 버클에 확실히 시트벨트가 끼
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

d. 시트벨트를 떼어낸다 . 벨트를 풀고 벨트 및 태그
가 원위치로 감기는지 확인한다 .

5. 다른 시트벨트도 필요에 따라 위와같은 점검을 실시
한다 .

시크벨트 리트렉터를 차에 장착한 상태에서 점검

ELR 및 ALR

ELR 은 급브레이크 등 긴급시에 리트렉터를 잠궈 벨트
가 그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이다 .

ELR 정적점검

벨트를 앞쪽으로 빠르게 잡아당기면 리트렉터가 잠겨
벨트를 잡아당길 수 없게 되는가 .

4. 벨트를 전부 감았을 때 ALR 모드가 해제되는가 .

ELR 동적점검

경고 : ·다른 차량 및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아래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

·포장되고 건조한 도로면에서 실시하고 젖어있
거나 포장되지 않은 도로면 , 일반도로 , 고속
도로 등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 .( 대물 및 대
인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운전 사와 조수는 리트렉터가 잠기지 않을 경
우에 대비한다 .

1. 운전석 , 조수석의 시트벨트를 조인다 .

2. 16km 의 속도로 주행한다 .

3. 순간적인 급정거를 탑승자에게 알리고 운전사와 조
수는 리트렉터가 잠기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상태에
서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고 급정거한다 .

4. 정차하고 있는 동안 리트렉터가 잠겨 벨트가 그 이
상 당겨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 리트렉터가 잠겨있지
않으면 리트렉터를 점검한다 .

시트벨트 리트렉터 점검

1. 시트벨트 리트렉터를 탈거한다 .

2. 그림과 같이 리트렉터를 꼬이지 않게 장착된 위치에
서 시트벨트 리트렉터를 기울여 천천히 시트벨트를
빼낸다 .

15°이하 기울인 경우 : 벨트는 당길 수 있다 .

35°이상 기울인 경우 : 벨트는 당길 수 없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시트벨트 어셈블리
를 교체한다 .

SM3_015

SM3_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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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 벨트

 

 

 

탈거

I - 탈거 준비 작업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다 .

 프론트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이동시킨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어퍼 피니셔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뒤쪽 일부를 분리한다 .  

I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고무 커버 (1) 를 위로 이동시킨다 . 

 클립을 화살표 방향 (2) 으로 당긴다 . 

 프론트 시트에서 프론트 시트 벨트를 분리한다 . 
 

 커버를 (3) 과 (4) 의 방향으로 탈거한다 .

L38_002

규정 토크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
렉터 볼트

21 N.m

프론트 시트 벨트 디플
렉터 볼트

8 N.m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측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21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경고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열원 또는 화염 근처에서 관련 부품을 취급하지 않도
록 한다 .

참고 :

시트 벨트는 리트렉터 장치를 통해 취급해야 한다 (
스트랩 손상 위험 ).

L38080183

참고 : 

커버 탈거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L3807004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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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측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
트 (5) 를 탈거한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디플렉터 볼트 (6), 

- 프론트 시트 벨트 디플렉터 . 

 (7) 에서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의 커넥터를 잠
금 해제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의 커넥터 (8) 를 분리한
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볼트 (9),

- 프론트 시트 벨트 . 
 

137457

137456

5

6

101920

137817

참고 : 

센터 필러 측 프론트 시트 벨트 서포트 고정 볼트
(10) 를 탈거하지 않도록 한다 .

8

7

8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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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I - 장착 준비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볼트 ,

-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

- 프론트 시트 벨트 디플렉터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의 인덱싱 브라켓을 프론
트 시트 벨트 서포트의 노치에 위치시킨다 . 

 프론트 시트 벨트를 장착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볼트를 규정 토크 (21
N.m) 로 조인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의 커넥터를 연결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의 커넥터를 잠근다 . 

 센터 필러 구멍에 프론트 시트 벨트 디플렉터를 장착
한다 . 

 다음을 규정 토크로 조인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디플렉터 볼트 (8 N.m),

-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측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21 N.m).

 

I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어퍼 피니셔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배터리 단자를 연결한다 .

 

IV - 수리 후 점검

 프론트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스트
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리트렉터가 잠길 때까지 200 mm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프론트 시트 벨트 스트랩을 당겨
서 프론트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기는지 점검한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ON 시킨다 .

 컴비네이션 미터에 결함이 없는지 점검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탈거

V - 탈거 준비 작업

 이그니션 스위치를 OFF 시킨다 .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좌측 분할 리어 벤치 시트 백을 탈거한다 .

경고

충격에 의해 시트 벨트가 작동된 경우 , 관련 부품
을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경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 또는 부품을 해체하기 전에 에어백 또는 프
리텐셔너를 반드시 폐기한다 .

규정 토크 

리어 시트 벨트 버클
볼트

21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일반 시트

접이식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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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우측 시트 벨트 버클 볼트 (1),

-《리어 시트 벨트 버클 - 리어 센터 시트 벨트》어
셈블리 (2).

 

장착

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리어 시트 벨트 버클 볼트를 신품으로 교환한다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플로어 홀에 러그를 삽입하여《리어 시트 벨트 버클
- 리어 센터 시트 벨트》어셈블리를 장착한다 .

 리어 시트 벨트 버클 볼트를 규정 토크 (21 N.m) 로
조인다 .

III - 최종 작업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장착한다 .

 좌측 분할 리어 벤치 시트 백을 장착한다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탈거

IV - 탈거 준비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싱글 유닛 리어 벤치 시트 쿠션 ,

- 싱글 유닛 리어 벤치 시트 백 .

 분할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리어 벤치 시트 백을 접는다 .

L38080177

참고 :

《리어 시트 벨트 버클 - 리어 센터 시트 벨트》는
같은 브라켓에 함께 조립되어 있다 .

일반 시트

접이식 시트

1

2

규정 토크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리트렉터 볼트

21 N.m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21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일반 시트

접이식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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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어퍼 피니셔 ,

- 리어 필러 피니셔 ,

- 하이 마운팅 스톱 램프 , 

- 리어 파셜 셀프 . 

V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리트렉터 볼트 (1),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

장착

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리트렉터 볼트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파셜 셀프에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 

- 휠 아치에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2).
 

 다음을 규정 토크로 조인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리트렉터 볼트 (21 N.m),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21 N.m).

I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파셜 셀프 ,

- 하이 마운팅 스톱 램프 , 

- 리어 필러 피니셔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어퍼 피니셔 .

 다음을 장착한다 :

- 싱글 유닛 리어 벤치 시트 백 ,

- 싱글 유닛 리어 벤치 시트 쿠션 .

 분할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장착한다 .

 분할 리어 벤치 시트 백을 원위치에 위치 시킨다 .

IV - 수리 후 점검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
스트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
다 .

 리트렉터가 잠길 때까지 200 mm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스트랩을
당겨서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기는지
점검한다 .

L38080190

L38050227

1

2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일반 시트

접이식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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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벨트

탈거와 장착

·SRS 에어백 장착 차량은 프린텐셔너 시트

벨트가 장착된다 .

·프린텐셔너 시트벨트 탈거 작업 전에 이그
니션 스위치를 OFF 로 하고 , 양쪽 배터리 케
이블을 탈거한 후 3 분 이상 유지한다 .

①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커넥터를 탈거한다 .

② 어져스터 커버를 탈거한다 .

③ 바닥 측 앵커 커버를 위로 올린다 .

④ 바닥 측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⑤ 어깨 측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⑥ 센터 필러의 어퍼 및 로워 커버를 탈거한다 . 상세한
것은 단원 “BT”의 “내장 트림”참조

⑦ 프리텐셔너 시트 밸트 커넥터를 또는 텐션 리듀서 커
넥터를 탈거한다 .

⑧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죄고 있는 볼트를 제거한 다음
,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탈거한다 .

⑨ 시트벨트 어져스터를 죄고 있는 볼트를 제거한 다음
, 시트벨트 어져스터를 탈거한다 .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한다 .

·충돌후 작동한 프리텐셔너 시트벨트는 재
사용하지 않는다 .

·앵커 볼트가 변형 또는 마모되었을 경우에
는 교환한다 .

·텅과 버클에는 절대로 오일을 주유해서는
안된다 .

·시트벨트 어셈블리의 부품 중에 결함이 있
는 부품이 있다면 수리하지 말고 시트벨트
ASSY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

·벨트가 절단되거나 닳거나 손상되면 시트
벨트 ASSY 를 교환해야 한다 .

·시트벨트 ASSY 를 교환할 때는 순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충돌사고 후에는 리트랙터 및 부착된 다른
장치를 ( 예를 들어 , 가이드 레일 세트 ) 포함
하여 모든 시트벨트 ASSY를 검사해야 한다.

리어 시트벨트

탈거와 장착

① 리어 시트를 탈거한다 . 상세한 것은 단원 “BT”의
“시트”참조

② 리어 필러 가니시를 탈거한다 . 상세한 것은 단원
“BT”의 “내장트림”참조

③ 각각의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④ 두번째 새시 가이드를 탈거한다 .

SM5_002

SM5_011

SM5_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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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리어 시트벨트 리트렉터를 죄고 있는 볼트를 제거한
다음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탈거한다 .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한다 .

·앵커 볼트가 변형 또는 마모되었을 경우에
는 교환한다 .

·텅과 버클에는 절대로 오일을 주유해서는
안된다 .

·시트벨트 ASSY 의 부품 중에 결함이 있는
부품이 있다면 수리하지 말고 시트벨트
ASSY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

·벨트가 절단되거나 닳거나 손상되면 시트
벨트 ASSY 를 교환해야 한다 .

·시트벨트 ASSY 를 교환할 때는 순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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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 벨트의 탈거·장착

 탈거·장착 작업은 , 키스위치를 OFF 로 배

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제거하고 , 3 분 이상
방치 후에 실시할 것 .

1. 숄더 앵커 볼트 

2. 숄더 앵커 

3. 볼트 (2 개 )

4. 시트 벨트 어저스터 

5. 탭 스크류 

6. 앵커 볼트

7.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리트랙터 

8.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커넥터 

9. 아우터 앵커 커버

10. 아우터 앵커 

11.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12.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리트랙터 탈거

1. 아우터 앵커 커버를 위로 슬라이드 시켜 , 앵커 볼트
를 탈거한다 . ( 조수석 측만 )

2.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와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를
탈거한다 .

3. 숄더 앵커의 설치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4. 시트 벨트 어저스터 의 볼트를 탈거한다 .

5.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커넥터를 탈거한다 .

 ·프리텐셔너 용 커넥터의 탈착은 , 테이프를

감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노치 부분에 삽입
, 록을 끌어올려 커넥터를 제거한다 .

·커넥터의 장착은 , 록을 끌어올린 상태로 장
착 , 록을 밀어 넣는다 .

6.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나사와 앵커 볼트
를 탈거한다 .

 ·프리텐셔너 용 커넥터의 탈착은 , 테이프를

감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노치 부분에 삽입
하고 록을 끌어올려 커넥터를 제거한다 .

·커넥터의 장착은 , 록을 끌어올린 상태로 장
착하고 , 록을 밀어 넣는다 .

7. 시트 벨트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

리트랙터 장착

장착은 ,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

버클 탈거

1. 프론트 시트를 차량으로부터 탈거한다 .

SM7_002

SM7_029

SM7_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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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트 벨트 버클의 하네스 커넥터를 탈거한다 .

3. 앵커 볼트를 풀고 , 시트 벨트 버클을 탈거한다 .

버클 장착

장착은 ,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

리어 시트 벨트의 탈거·장착

1. 시트벨트 리트랙터 앵커 볼트 

2. 시트벨트 리트랙터 

3. 아우터 시트벨트 텅

4. 아우터 앵커 볼트 

5. 아우터 앵커 

6. 섬유 와셔

7. 인너 앵커 볼트 

8. 센터 시트벨트 텅 

9. 인너 앵커

10. 아우터 시트 벨트 버클 

11. 센터 시트 벨트 버클

탈거

1. 리어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2. 아우터 앵커 볼트와 인너 앵커 볼트를 풀고 , 시트벨
트 텅과 시트 벨트 버클을 탈거한다 .

3. 시트 백을 탈거한다 .

4. 리어 시트 백 피니셔와 리어 필러 피니셔를 탈거한
다 .

5. 센터 시트 벨트 숄더 앵커 커버를 탈거한다 .

6. 리어 파셀 셀프 피니셔를 탈거한다 .

7.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설치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장착

장착은 ,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

점검

사고 후 점검

충돌 후는 , 리트랙터 , 시트 벨트 앵커 , 플로어 앵커 및
숄더 앵커에 손상 , 비틀림 등이 없는가 점검할 것 . 르
노삼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 중대한 인명적 위험을 가
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추천하고 있다 .

ㆍ 충돌 했을 경우 .

ㆍ 시트 벨트 어셈블리 차량 장착에 손상이 있을 경우 .

ㆍ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점검

1. 정상적인지 어떤지 시트 벨트 경고등으로 점검한다 .

참고：운전석 측 시트 벨트 미 장착 상태로 키스위치
ON 로 하면 시트 벨트 경고등은 점등 , 장착하면 소등
한다 .

2. 시트벨트 리트랙터 및 버클의 앵커 볼트가 확실히 조
여 있는지 확인한다 .

3. 시트 벨트 숄더 앵커의 축이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
시트 벨트 어저스터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 또 , 확
실히 맞물리는지 확인한다 .

SM7_031

SM7_032

SM7_033



12

좌석안전띠

SM5

4. 리트랙터의 작동 점검

a. 웨빙을 모두 꺼내 , 뒤틀림 , 끊어져 기타의 손상
이 없는가 점검 한다 .

b. 웨빙을 되감는다 . 웨빙이 순조롭고 완전하게 리
트랙터로 돌아오는지 확인한다 . 웨빙이 순조롭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 먼지 등이 원인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 「SEAT BELT, TAPE SET」를 이용
해서 이하의 순서로 작업을 실시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숄더 앵커의 점검

1. 웨빙을 50 cm 이상 꺼낸다 .

2. 벨트 출구의 웨빙을 클립 등으로 고정한다 .

3. 숄더 앵커의 웨빙과 통과 부위에 , 가는 철사를 관통
해서 철사 양단을 손으로 당기면서 웨빙 안내부의 표
면을 따라 몇 차례 , 상하로 이동시켜 점착물을 제거
한다 .

4. 철사로 취할 수 없었던 더러움은 , 깨끗한 옷감 등으
로 웨빙 안내부를 청소한다 .

5. 숄더 앵커 벨트 안내부의 웨빙이 접촉한 위치에
TAPE 를 붙인다 .

참고：TAPE 를 붙일 때는 , 구김이나 느슨해짐이 없게
붙일 것 .

6. 시트 벨트의 고정을 탈거하고 웨빙이 순조롭게 감아
돌아오는지 확인한다 .

c. 시트 벨트를 버클에 장착한다 . 그 때 시트 벨트가
제대로 멈추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d. 시트 벨트를 버클로부터 제거한다 . 시트 벨트를
놓아 , 웨빙 및 텅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지 확
인한다 .

5 .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단품 점검

a.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탈거한다 .

b. 그림에 나타내듯이 , 리트랙터를 비틀지 말고 , 차
재 설치 상태의 위치로부터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기울여 천천히 웨빙을 꺼낸다 .

ㆍ 15 ̊ 이하 기울였을 경우：웨빙은 , 꺼낼 수 있다 .

ㆍ 35 ̊ 이상 기울였을 경우：웨빙은 , 꺼낼 수 없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 시트 벨트 어셈블리를
교환한다 .

ELR 부 시트 벨트 점검

ELR 부 시트 벨트

ㆍ ELR 는 , 급 브레이크 등의 긴급시에 리트랙터를 록 시
켜 , 웨빙이 그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한 기구이다 .

ㆍ 점검에는 , 정적 점검과 동적 점검이 있어 , 리트랙
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 이하의 항목을
실시해 판단한다 .

ELR 정적 점검

웨빙을 전방으로 재빠르게 당기면 , 리트랙터가 록 되
어 웨빙이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되는가 .

ELR 동적 점검

경고 : 다른 차나 장해가 되는 것이 없고 , 안전한 넓은
장소에서 이하의 테스트를 실시할 것 .

ㆍ 포장되고 건조한 노면에서 실시하고 , 젖어 있는 노
면 , 포장되어 있지 않은 노면이나 일반 도로 , 고속
도로 등에서는 실시하지 말 것 .( 사고나 인명 사고
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

ㆍ 운전기사와 조수석 승무원은 , 리트랙터가 록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서 ,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다 .

1 . 운전석 , 조수석의 시트 벨트를 체결한다 .

2 . 시속 약 16 km 로 주행한다 .

3 . 급정차 하는 것을 승무원에게 통지하고 , 운전 기사
와 조수는 리트랙터가 록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 해
,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 다음 , 확실히 브레이크를
걸고 급정지 한다 .

4 . 정차하고 있는 동안 , 리트랙터가 록 되어 웨빙이 그
이상 당겨질 수 없는 것을 확인 한다 . 리트랙터가 록
되어 있지 않으면 , 리트랙터의 단품 점검을 한다 .

SM7_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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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 벨트

 

 

 

탈거

I - 탈거 준비 작업

 프론트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이동시킨다 .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일부 ,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

I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1)위치를 누르면서(2) 에
서 화살표 방향으로 프론트 시트 벨트를 탈거한다 .

L43_002

규정 토크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21 N.m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21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경고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열원 또는 화염 , 전기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부
품을 보호한다 .

참고 :

시트 벨트는 내부 감개 장치를 통해 취급해야 한다 (
스트랩 손상 위험 ).

18828

13672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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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3) 를 탈거한다 .

 (4) 에서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를 잠
금 해제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 (5) 를 분리한
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6), 

- 프론트 시트 벨트 .

장착

I - 장착 준비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

-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

- 신품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를 규정 토크 (21
N.m) 로 조인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를 연결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를 잠근다 . 

L43080143

101920

3

4
L43080144

경고

충격에 의해 화약으로 작동하는 구성부품이 작동
된 경우 , 관련 부품을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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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시트 벨트를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에
장착한다 .

 고강도 스레드 록을 사용하여 프론트 시트 벨트의 어
퍼 볼트를 장착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를 규정 토크 (21 N.m)
로 조인다 .

I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일부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

 배터리 단자를 연결한다 .

IV - 수리 후 점검

 프론트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스트
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내부 감개가 잠길 때까지 200 mm 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프론트 시트 벨트 스트랩을
당겨서 프론트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기는지 점검
한다 . 

 배터리 단자를 연결한다 .

 컴비네이션 미터에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점
검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탈거

V - 탈거 준비 작업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1) 를 탈거한
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벤치 시트백 ,

- 리어 파셜 셀프 .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경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약으로 작동하는 구성부
품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 또는 부품을 해체하기 전에 에어백 또는 프
리텐셔너를 반드시 폐기한다 .

규정 토크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

44 N.m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44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L43080182

참고 :

버클 볼트 (1) 는 리어 센터 시트 벨트를 고정하기
도 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는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버
클에서 분리할 수 없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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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2),

-《리어 센터 시트 벨트 - 리어 우측 시트 벨트 버
클》어셈블리 .

장착

I -  장착 준비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리어 파셜 셀프에 《리어 센터 시트 벨트 - 리어 우
측 시트 벨트 버클》어셈블리를 장착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크 (44 N.m) 로 조인다 .

I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파셜 셀프 ,

- 리어 벤치 시트백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크
(44 N.m) 로 조인다 .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장착한다 .

IV - 수리 후 점검

 리어 센터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스
트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내부 감개가 잠길 때까지 200 mm 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리어 센터 시트 벨트 스트
랩을 당겨서 리어 센터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기
는지 점검한다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탈거

V - 탈거 준비 작업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1),

L43080200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2

규정 토크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

44 N.m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44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L430801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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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벤치 시트백 ,

- 리어 파셜 셀프 .

V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2),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

장착

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리어 파셜 셀프에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를 장착한다.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를 규
정 토크 (44 N.m) 로 조인다 .

I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파셜 셀프 ,

- 리어 벤치 시트백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에 신품 볼
트를 장착한다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
크 (44 N.m) 로 조인다 .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장착한다 .

IV - 수리 후 점검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
스트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
다 .

 내부 감개가 잠길 때까지 200 mm 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스
트랩을 당겨서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
기는지 점검한다 .

L43080181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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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 벨트의 탈거·장착

 탈거·장착 작업은 , 키스위치를 OFF 로 배

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제거하고 , 3 분 이상
방치 후에 실시할 것 .

1. 숄더 앵커 볼트 

2. 숄더 앵커 

3. 볼트 (2 개 )

4. 시트 벨트 어저스터 

5. 탭 스크류 

6. 앵커 볼트

7.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리트랙터 

8.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커넥터 

9. 아우터 앵커 커버

10. 아우터 앵커 

11.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12.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리트랙터 탈거

1. 아우터 앵커 커버를 위로 슬라이드 시켜 , 앵커 볼트
를 탈거한다 . ( 조수석 측만 )

2.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와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를
탈거한다 .

3. 숄더 앵커의 설치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4. 시트 벨트 어저스터 의 볼트를 탈거한다 .

5.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커넥터를 탈거한다 .

 ·프리텐셔너 용 커넥터의 탈착은 , 테이프를

감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노치 부분에 삽입
, 록을 끌어올려 커넥터를 제거한다 .

·커넥터의 장착은 , 록을 끌어올린 상태로 장
착 , 록을 밀어 넣는다 .

6.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나사와 앵커 볼트
를 탈거한다 .

 ·프리텐셔너 용 커넥터의 탈착은 , 테이프를

감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노치 부분에 삽입
하고 록을 끌어올려 커넥터를 제거한다 .

·커넥터의 장착은 , 록을 끌어올린 상태로 장
착하고 , 록을 밀어 넣는다 .

7. 시트 벨트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

리트랙터 장착

장착은 ,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

버클 탈거

1. 프론트 시트를 차량으로부터 탈거한다 .

SM7_002

SM7_029

SM7_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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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트 벨트 버클의 하네스 커넥터를 탈거한다 .

3. 앵커 볼트를 풀고 , 시트 벨트 버클을 탈거한다 .

버클 장착

장착은 ,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

리어 시트 벨트의 탈거·장착

1. 시트벨트 리트랙터 앵커 볼트 

2. 시트벨트 리트랙터 

3. 아우터 시트벨트 텅

4. 아우터 앵커 볼트 

5. 아우터 앵커 

6. 섬유 와셔

7. 인너 앵커 볼트 

8. 센터 시트벨트 텅 

9. 인너 앵커

10. 아우터 시트 벨트 버클 

11. 센터 시트 벨트 버클

탈거

1. 리어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2. 아우터 앵커 볼트와 인너 앵커 볼트를 풀고 , 시트벨
트 텅과 시트 벨트 버클을 탈거한다 .

3. 시트 백을 탈거한다 .

4. 리어 시트 백 피니셔와 리어 필러 피니셔를 탈거한
다 .

5. 센터 시트 벨트 숄더 앵커 커버를 탈거한다 .

6. 리어 파셀 셀프 피니셔를 탈거한다 .

7.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설치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장착

장착은 ,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

점검

사고 후 점검

충돌 후는 , 리트랙터 , 시트 벨트 앵커 , 플로어 앵커 및
숄더 앵커에 손상 , 비틀림 등이 없는가 점검할 것 . 르
노삼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 중대한 인명적 위험을 가
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추천하고 있다 .

ㆍ 충돌 했을 경우 .

ㆍ 시트 벨트 어셈블리 차량 장착에 손상이 있을 경우 .

ㆍ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점검

1. 정상적인지 어떤지 시트 벨트 경고등으로 점검한다 .

참고：운전석 측 시트 벨트 미 장착 상태로 키스위치
ON 로 하면 시트 벨트 경고등은 점등 , 장착하면 소등
한다 .

2. 시트벨트 리트랙터 및 버클의 앵커 볼트가 확실히 조
여 있는지 확인한다 .

3. 시트 벨트 숄더 앵커의 축이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
시트 벨트 어저스터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 또 , 확
실히 맞물리는지 확인한다 .

SM7_031

SM7_032

SM7_033



20

좌석안전띠

SM7

4. 리트랙터의 작동 점검

a. 웨빙을 모두 꺼내 , 뒤틀림 , 끊어져 기타의 손상
이 없는가 점검 한다 .

b. 웨빙을 되감는다 . 웨빙이 순조롭고 완전하게 리
트랙터로 돌아오는지 확인한다 . 웨빙이 순조롭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 먼지 등이 원인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 「SEAT BELT, TAPE SET」를 이용
해서 이하의 순서로 작업을 실시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숄더 앵커의 점검

1. 웨빙을 50 cm 이상 꺼낸다 .

2. 벨트 출구의 웨빙을 클립 등으로 고정한다 .

3. 숄더 앵커의 웨빙과 통과 부위에 , 가는 철사를 관통
해서 철사 양단을 손으로 당기면서 웨빙 안내부의 표
면을 따라 몇 차례 , 상하로 이동시켜 점착물을 제거
한다 .

4. 철사로 취할 수 없었던 더러움은 , 깨끗한 옷감 등으
로 웨빙 안내부를 청소한다 .

5. 숄더 앵커 벨트 안내부의 웨빙이 접촉한 위치에
TAPE 를 붙인다 .

참고：TAPE 를 붙일 때는 , 구김이나 느슨해짐이 없게
붙일 것 .

6. 시트 벨트의 고정을 탈거하고 웨빙이 순조롭게 감아
돌아오는지 확인한다 .

c. 시트 벨트를 버클에 장착한다 . 그 때 시트 벨트가
제대로 멈추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d. 시트 벨트를 버클로부터 제거한다 . 시트 벨트를
놓아 , 웨빙 및 텅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지 확
인한다 .

5 . 시트벨트 리트랙터의 단품 점검

a.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탈거한다 .

b. 그림에 나타내듯이 , 리트랙터를 비틀지 말고 , 차
재 설치 상태의 위치로부터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기울여 천천히 웨빙을 꺼낸다 .

ㆍ 15 ̊ 이하 기울였을 경우：웨빙은 , 꺼낼 수 있다 .

ㆍ 35 ̊ 이상 기울였을 경우：웨빙은 , 꺼낼 수 없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 시트 벨트 어셈블리를
교환한다 .

ELR 부 시트 벨트 점검

ELR 부 시트 벨트

ㆍ ELR 는 , 급 브레이크 등의 긴급시에 리트랙터를 록 시
켜 , 웨빙이 그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한 기구이다 .

ㆍ 점검에는 , 정적 점검과 동적 점검이 있어 , 리트랙
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 이하의 항목을
실시해 판단한다 .

ELR 정적 점검

웨빙을 전방으로 재빠르게 당기면 , 리트랙터가 록 되
어 웨빙이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되는가 .

ELR 동적 점검

경고 : 다른 차나 장해가 되는 것이 없고 , 안전한 넓은
장소에서 이하의 테스트를 실시할 것 .

ㆍ 포장되고 건조한 노면에서 실시하고 , 젖어 있는 노
면 , 포장되어 있지 않은 노면이나 일반 도로 , 고속
도로 등에서는 실시하지 말 것 .( 사고나 인명 사고
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

ㆍ 운전기사와 조수석 승무원은 , 리트랙터가 록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서 ,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다 .

1 . 운전석 , 조수석의 시트 벨트를 체결한다 .

2 . 시속 약 16 km 로 주행한다 .

3 . 급정차 하는 것을 승무원에게 통지하고 , 운전 기사
와 조수는 리트랙터가 록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 해
,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 다음 , 확실히 브레이크를
걸고 급정지 한다 .

4 . 정차하고 있는 동안 , 리트랙터가 록 되어 웨빙이 그
이상 당겨질 수 없는 것을 확인 한다 . 리트랙터가 록
되어 있지 않으면 , 리트랙터의 단품 점검을 한다 .

SM7_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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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 벨트

 

 

 

탈거

I - 탈거 준비 작업

 프론트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이동시킨다 .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일부 ,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

I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1)위치를 누르면서(2) 에
서 화살표 방향으로 프론트 시트 벨트를 탈거한다 .

L47_002

규정 토크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21 N.m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21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경고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열원 또는 화염 , 전기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부
품을 보호한다 .

참고 :

시트 벨트는 내부 감개 장치를 통해 취급해야 한다 (
스트랩 손상 위험 ).

18828

13672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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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3) 를 탈거한다 .

 (4) 에서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를 잠
금 해제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 (5) 를 분리한
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6), 

- 프론트 시트 벨트 .

장착

I - 장착 준비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

-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

- 신품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를 규정 토크 (21
N.m) 로 조인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를 연결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내부 감개의 커넥터를 잠근다 . 

L43080143

101920

3

4
L43080144

경고

충격에 의해 화약으로 작동하는 구성부품이 작동
된 경우 , 관련 부품을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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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시트 벨트를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에
장착한다 .

 고강도 스레드 록을 사용하여 프론트 시트 벨트의 어
퍼 볼트를 장착한다 .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볼트를 규정 토크 (21 N.m)
로 조인다 .

I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일부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 센터 필러 어퍼 가니쉬 .

 배터리 단자를 연결한다 .

IV - 수리 후 점검

 프론트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스트
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내부 감개가 잠길 때까지 200 mm 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프론트 시트 벨트 스트랩을
당겨서 프론트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기는지 점검
한다 . 

 배터리 단자를 연결한다 .

 컴비네이션 미터에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점
검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탈거

V - 탈거 준비 작업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1/3 및 2/3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1) 를 탈거한
다 .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경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약으로 작동하는 구성부
품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 또는 부품을 해체하기 전에 에어백 또는 프
리텐셔너를 반드시 폐기한다 .

규정 토크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21 N.m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버클 볼트

44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전동시트 미적용

전동시트 적용

152047

참고 :

버클 볼트 (1) 는 리어 센터 시트 벨트를 고정하기
도 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는 리어 사이드 시
트 벨트 버클에서 분리할 수 없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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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벤치 시트백을 탈거한다 .

 1/3 및 2/3 리어 벤치 시트백을 탈거한다 .

 리어 파셜 셀프를 탈거한다 .

V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2),

-《리어 센터 시트 벨트 - 리어 우측 시트 벨트 버
클》어셈블리 .

장착

I - 장착 준비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리어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

- 리어 시트 벨트 버클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리어 파셜 셀프에 《리어 센터 시트 벨트 - 리어 우
측 시트 벨트 버클》어셈블리를 장착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를 규정 토크 (21
N.m) 로 조인다 .

III - 최종 작업

 리어 파셜 셀프를 장착한다 .

 리어 벤치 시트백을 장착한다 .

 1/3 및 2/3 리어 벤치 시트백을 장착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버클 볼트를 규정 토크(44 N.m)
로 조인다 .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장착한다 .

 1/3 및 2/3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장착한다 .

IV - 수리 후 점검

 리어 센터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스
트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내부 감개가 잠길 때까지 200 mm 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리어 센터 시트 벨트 스트랩
을 당겨서 리어 센터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기는지
점검한다 . 

전동시트 미적용

전동시트 적용

152065

2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전동시트 미적용

전동시트 적용

전동시트 미적용

전동시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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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탈거

V - 탈거 준비 작업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탈거한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1),

- 리어 벤치 시트백 ,

- 리어 파셜 셀프 .

V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볼트 (2),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

장착

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 ,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

I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리어 파셜 셀프에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를 장착한다.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를 규
정 토크 (44 N.m) 로 조인다 .

I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파셜 셀프 ,

- 리어 벤치 시트백 .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에 신품 볼
트를 장착한다 .

규정 토크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내부 감개 마운팅 볼트

21 N.m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44 N.m

경고

수리 작업 전 안전 , 청결 지침 및 작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인한다 .

L43080180

1

L43080181

참고 :

시트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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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
크 (44 N.m) 로 조인다 .

 리어 벤치 시트 쿠션을 장착한다 .

수리 후 점검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를 300 mm 풀었다가 놓는 테
스트를 두 번 실시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
다 .

 내부 감개가 잠길 때까지 200 mm 에서 최대 300
mm 까지 속도를 높이며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 스
트랩을 당겨서 리어 사이드 시트 벨트가 올바르게 잠
기는지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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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 벨트

탈거

I - 탈거 준비 작업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프론트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이동시킨다 .

 프론트 시트 벨트 어져스터 커버 (1) 를 탈거한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 (2),

- 프론트 시트 벨트 고정 서포트 (3).

 플로어 카페트를 부분적으로 젖힌다 .

QM5_002

규정 토크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

 49 Nm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
텐셔너 마운팅 볼트

  49 Nm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
렉터 마운팅 볼트

  49 Nm

프론트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49 Nm

경고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
해 열원 또는 화염 근처에서 관련 부품을 취급하
지 않도록 한다 .

경고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의 결함 또는 오작동을 방
지하기 위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 후 최소 3 분
이상 기다린다 .

H450770067

H45078037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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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1. 운전석 프론트 시트 벨트

 다음을 분리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커넥터 (6),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커넥터 (7).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마운팅 볼트 (8),

-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9),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 

 운전석 프론트 시트 벨트 - 리트렉터 - 프리텐셔너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 

2. 조수석 프론트 시트 벨트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커넥터(10)를 분리한다.

 다음을 탈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11),

- 프론트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12).

 조수석 프론트 시트 벨트 - 리트렉터 어셈블리를 탈
거한다 . 

장착

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1. 운전석 프론트 시트 벨트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 리트렉터 - 프리텐셔너 어셈
블리 ,

-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

-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마운팅 볼트 (8),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 

H450780074

참고 :

얇은 일자 드라이버에 테이프를 감아서 에어백 및
프리텐셔너 커넥터의 노치부 (4) 에 삽입한 후 , 안
전핀 (5) 을 들어올려서 커넥터를 분리한다 .

H450780375

4 5

9

8

6

7

H450780374

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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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9).

 다음을 규정 토크로 조인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마운팅 볼트 (49
Nm),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49 Nm).

 다음을 연결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커넥터 (6),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커넥터 (7).

2. 조수석 프론트 시트 벨트

 조수석 프론트 시트 벨트 - 리트렉터 어셈블리를 장
착한다 .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11),

- 프론트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12).

 다음을 규정 토크로 조인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49 Nm),

- 프론트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49 Nm).

 프론트 시트 벨트 리트렉터 커넥터(10)를 연결한다.

II - 최종 작업

 플로어 카페트를 제자리로 위치시킨다 .

 다음을 장착한다 :

-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 (2),

- 프론트 시트 벨트 고정 서포트 (3),

- 프론트 시트 벨트 어져스터 커버 (1).

 프론트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크 (49
Nm) 로 조인다 .

 다음을 장착한다 :

- 센터 필러 로어 가니쉬 ,

- 프론트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

 배터리 단자를 연결한다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탈거

III - 탈거 준비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시트 헤드레스트 ,

- 리어 센터 암 레스트 ,

- 리어 시트 시트 백 ,

- 리어 시트 백 커버 .

IV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클립 (1),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리트렉터 커버 (2).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3),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가이드 마운팅 너트 (4).

 리어 센터 시트 벨트를 리어 시트 백 상부 홀을 통해
빼낸 후 , 리트렉터 - 벨트 어셈블리를 아래쪽으로
탈거한다 .

규정 토크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49 Nm

H450750202

H450750203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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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 리트렉터 어셈블리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3),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가이드 마운팅 너트 (4).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크 (49 Nm) 로 조인다 .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센터 시트 벨트 리트렉터 커버 (2),

- 클립 (1).

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시트 백 커버 ,

- 리어 시트 시트 백 ,

- 리어 센터 암 레스트 ,

- 리어 시트 헤드레스트 .

리어 시트 벨트

탈거

III - 탈거 준비 작업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파셜 셀프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러기지 컴파트먼트 플로어 피니셔 ,

- 러기지 리어 플레이트 .

IV - 관련 부품 탈거 작업

 리어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 커버 (1) 를 연다 .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 (2),

- 리어 시트 벨트 상부 .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커버 , 

- 리어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3), 

- 러기지 사이드 로어 피니셔 (4).

H450780413

H450770074

2

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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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탈거한다 :

- 리어 시트 벨트 커버 (5),

- 리어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 (6),

- 리어 시트 벨트 리트렉터 ,

- 리어 시트 벨트 .

장착

I - 관련 부품 장착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시트 벨트 ,

- 리어 시트 벨트 리트렉터 .

 리어 시트 벨트 리트렉터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크
(49 Nm) 로 조인다 . 

 다음을 장착한다 :

- 리어 시트 벨트 커버 (5),

- 러기지 사이드 로어 피니셔 (4).

- 리어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3).

 리어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크 (49
Nm) 로 조인다 . 

 리어 시트 벨트 로어 마운팅 볼트 커버를 장착한다 .

 리어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 (2) 를 장착한다 .

 리어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를 규정 토크 (49
Nm) 로 조인다 . 

 리어 시트 벨트 어퍼 마운팅 볼트 커버 (1) 를 장착한
다 .

II - 최종 작업

 다음을 장착한다 :

- 러기지 리어 플레이트 ,

- 러기지 컴파트먼트 플로어 피니셔 ,

- 리어 이너 킥킹 플레이트 ,

- 리어 파셜 셀프 .

H450750117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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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위치

프론트 시트벨트

탈거와 장착

·SRS 에어백 장착 차량은 프린텐셔너 시트

벨트가 장착된다 .

·프린텐셔너 시트벨트 탈거 작업 전에 이그
니션 스위치를 OFF 로 하고 , 양쪽 배터리 케
이블을 탈거한 후 3 분 이상 유지한다 .

①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커넥터를 탈거한다 .

② 어져스터 커버를 탈거한다 .

③ 바닥 측 앵커 커버를 위로 올린다 .

④ 바닥 측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⑤ 어깨 측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⑥ 센터 필러의 어퍼 및 로워 커버를 탈거한다 . 상세한
것은 단원 “BT”의 “내장 트림”참조

⑦ 프리텐셔너 시트 밸트 커넥터를 또는 텐션 리듀서 커
넥터를 탈거한다 .

⑧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죄고 있는 볼트를 제거한 다음
,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탈거한다 .

⑨ 시트벨트 어져스터를 죄고 있는 볼트를 제거한 다음
, 시트벨트 어져스터를 탈거한다 .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한다 .

·충돌후 작동한 프리텐셔너 시트벨트는 재
사용하지 않는다 .

·앵커 볼트가 변형 또는 마모되었을 경우에
는 교환한다 .

·텅과 버클에는 절대로 오일을 주유해서는
안된다 .

·시트벨트 어셈블리의 부품 중에 결함이 있
는 부품이 있다면 수리하지 말고 시트벨트
ASSY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

·벨트가 절단되거나 닳거나 손상되면 시트
벨트 ASSY 를 교환해야 한다 .

·시트벨트 ASSY 를 교환할 때는 순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충돌사고 후에는 리트랙터 및 부착된 다른
장치를 ( 예를 들어 , 가이드 레일 세트 ) 포함
하여 모든 시트벨트 ASSY를 검사해야 한다.

리어 시트벨트

탈거와 장착

① 리어 시트를 탈거한다 . 상세한 것은 단원 “BT”의
“시트”참조

② 리어 필러 가니시를 탈거한다 . 상세한 것은 단원
“BT”의 “내장트림”참조

③ 각각의 앵커 볼트를 탈거한다 .

④ 두번째 새시 가이드를 탈거한다 .

SM5_002

QM3_001

QM3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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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리어 시트벨트 리트렉터를 죄고 있는 볼트를 제거한
다음 시트벨트 리트랙터를 탈거한다 .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한다 .

·앵커 볼트가 변형 또는 마모되었을 경우에
는 교환한다 .

·텅과 버클에는 절대로 오일을 주유해서는
안된다 .

·시트벨트 ASSY 의 부품 중에 결함이 있는
부품이 있다면 수리하지 말고 시트벨트
ASSY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

·벨트가 절단되거나 닳거나 손상되면 시트
벨트 ASSY 를 교환해야 한다 .

·시트벨트 ASSY 를 교환할 때는 순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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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내부사이드트림어셈블리:분해도

(참조:삽화설명 :점검 ).

지정된규정토크값없이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참조:규정토크 :일반정보 ).

표시 설명 정보

1 리어쿼터패널라이닝

2 굽힘방지브라켓

3 스크류고정

4 트렁크사이드트림

5 리어필러피니셔

6 이너킥킹플레이트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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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명 정보

7 센터필러로어가니쉬

8 이너킥킹플레이트

9 프론트사이드도어웨더스트립

10 프론트필러가니쉬

11 센터필러어퍼가니쉬

12 리어사이드도어웨더스트립

13 굽힘방지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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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프론트시트어셈블리:분해도

(참조:삽화설명 :점검 ).

지정된규정토크값없이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참조:규정토크 :일반정보 ).

표시 설명 정보

1 프론트시트요추받침조절컨트롤

2 프론트시트프레임 (참조:프론트시트프레임 :탈거 -장착 )

3 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참조: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
탈거 -장착 )

4 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참조: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
탈거 -장착 )

5 스크류

6 프론트시트흉부사이드에어백너트

7 프론트사이드에어백 (참조:프론트흉부사이드에어백 :탈거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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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명 정보

8 요추받침패드

9 블랭킹커버핸들

10 프론트시트내림조절핸들

11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 (참조:프론트시트로어커버 :탈거 -장
착 )

12 프론트시트쿠션외부케이싱볼트

13 프론트시트높이조절메커니즘

14 블랭킹커버핸들

15 스크류

16 프론트시트높이조절핸들

17 프론트시트벨트스위치볼트

18 프론트시트랩벨트프리텐셔너 (참조:프론트시트벨트프리텐셔너 :탈
거 -장착 )

19 프론트시트로어커버 (참조:프론트시트로어커버 :탈거 -장
착 )

20 스크류

21 바디장착프론트시트용볼트 (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탈거 -장
착 )

22 팝업리벳

23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서포트

24 프론트시트레일엔드캡

25 프론트시트벨트버클 (참조:프론트시트벨트버클 :탈거 -장
착 )

26 압력센서

27 프론트시트쿠션매트서스펜션

28 프론트시트전기와이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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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삽화설명 :점검 ).

지정된규정토크값없이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참조:규정토크 :일반정보 ).

표시 설명 정보

1 프론트시트백프레임

2 프론트시트컨트롤유닛

3 프론트시트컨트롤유닛서포트

4 프론트시트 "시트백 -시트쿠션"프레임
의볼트

5 프론트시트벨트프리텐셔너커버

6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탈거 -장착
]

7 스크류

8 프론트시트컨트롤키패드 [프론트시트컨트롤키패드:탈거 -장착
]

9 프론트시트랩벨트프리텐셔너 [프론트시트랩벨트프리텐셔너:탈거 -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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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명 정보

10 프론트시트벨트스위치볼트

11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탈거 -장착
]

12 시트커버클립

13 프론트시트쿠션외부케이싱볼트

14 프론트시트높이조절메커니즘리벳

15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서포트

16 바디장착프론트시트용볼트

17 프론트시트쿠션프레임 [프론트시트쿠션프레임:탈거 -장착
]

18 프론트시트높이조절모터프론트모터

19 프론트시트슬라이드모터 [프론트시트슬라이드모터:탈거 -장착
]

20 볼트

21 스크류

22 프론트시트벨트버클 [프론트시트벨트버클:탈거 -장착
]

23 프론트시트 "시트백 -시트쿠션"프레임
의볼트

24 프론트시트쿠션길이조절컨트롤

25 볼트

26 볼트

27

28 프론트시트쿠션플라스틱서포트

29 압력센서

30 프론트시트쿠션프레임매트서스펜션

31 프론트시트레일엔드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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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삽화설명 :점검 ).

지정된규정토크값없이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참조:규정토크 :일반정보 ).

표시 설명 정보

1 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탈거 -
장착]

2 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탈거 -
장착]

3 프론트시트백프레임 [프론트시트프레임:탈거-장착
] [프론트시트백프레임:탈거-장착]
.

4 프론트시트흉부사이드에어백너트

5 프론트시트백레스트틸트모터

6 볼트

7 프론트사이드에어백 [프론트(흉부)사이드에어백:탈거 -장
착]

8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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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명 정보

9 프론트시트 "시트백 -시트쿠션"프레임
의볼트

10 프론트시트 "시트백 -시트쿠션"프레임
의볼트

11 프론트시트백앵글컨트롤마운팅

12 프론트시트요추받침패드

13 볼트

(참조:삽화설명 :점검 ).

지정된규정토크값없이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참조:규정토크 :일반정보 ).

표시 설명 정보

1 프론트시트쿠션패드

2 프론트시트쿠션커버 [프론트시트쿠션커버:탈거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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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명 정보

3 프론트시트백커버 [프론트시트백트림:탈거 -장착
]

4 프론트시트백패드

5 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 [프론트헤드레스트:탈거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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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D

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공구
트림탈거레버세트

성분
고강도스레드록

INTRODUCTION

경고

스톱&스타트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실시하기전에안전지침을항상따른다.

경고

수리작업전시스템손상의우려가있는모든위험을방지하기위해안전,청결지침및작업에대한가이드
라인을확인한다:

■ (참조:에어백및프리텐셔너 :수리전유의사항 ),
■ (참조:차량 :수리전유의사항 ).

경고

점화구성부품(에어백또는프리텐셔너)위또는근처에서작업할때해당구성부품이작동되는위험을방
지하기위해진단장비를사용하여에어백컨트롤유닛을잠근다.
이기능이작동할경우모든라인이차단되며컴비네이션미터의에어백경고등이지속적으로켜진다(이그
니션스위치 ON).

경고

점화구성부품(에어백또는프리텐셔너)의오작동을방지하기위해열원또는화염근처에서관련부품을
취급하지않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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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참고:
시트벨트는내부감개장치를통해취급해야한다(스트랩이손상될위험).

위치및사양(규정토크,항상교환해야하는부품등).(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분해도 ).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배터리를분리한다.(참조: 12 V배터리 :탈거 -장착 ).

차량을 2주식리프트에위치시킨다.(참조:차량 :견인및리프팅 ).

공구를사용하여다음을탈거한다:(참조:바디내부사이드트림어셈블리 :분해도 ):

■센터필러어퍼가니쉬,
■센터필러로어가니쉬,
■프론트사이드에어덕트.

1.2관련부품탈거작업

프리텐셔너버클커버스크류를탈거한다.(1).
프리텐셔너버클커버를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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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탈거한다:

■프리텐셔너후크에서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2)및(3),
■프리텐셔너후크록에서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4).
프리텐셔너버클커버에서프론트시트벨트를탈거한다.

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어퍼볼트를탈거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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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를탈거한다.(6).
커넥터에접근하기위해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를한쪽으로이동시킨다.
프론트시트벨트내부감개의커넥터를잠금해제한다.(8).
프론트시트벨트내부감개의커넥터를분리한다.(7).
프론트시트벨트를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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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착

2.1장착준비작업

항상교환해야하는부품:프론트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경고

충격에의해시트벨트가작동된경우,관련부품을반드시교환해야한다.(참조:에어백및프리텐셔너 :수
리전유의사항 ).

이그니션스위치를 ON시킨다.

다음을사용하여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볼트의나사산을코팅한다.고강도스레드록(참조:차량 :수리전
유의사항 ).

경고

사고를방지하기위해점화구성부품을재사용하지않도록한다.
차량또는부품을해체하기전에에어백또는프리텐셔너를반드시폐기한다.(참조:에어백및프리텐셔너 :
재활용 -파기 ).

프론트시트벨트커넥터를연결한다.

프론트시트벨트커넥터를잠근다.

다음을장착한다:

■프론트시트벨트,
■프론트시트벨트내부감개의신품볼트.

전자제어(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분해도 ):

■프론트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프론트시트벨트어퍼볼트.

2.2최종작업

탈거작업은역순으로진행한다.

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를풀면서제대로작동하는지 2회점검한다.300 mm풀었다가놓는테스트를두번
실시하여올바르게작동하는지점검한다.

내부감개가잠길때까지200-300 mm까지속도를높이며프론트사이드시트벨트를당겨서프론트사이드
시트벨트가올바르게잠기는지점검한다.

이그니션스위치를 ON시킨다.

컴비네이션미터에결함이없는지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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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리어벤치시트백: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INTRODUCTION

경고

스톱&스타트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실시하기전에안전지침을항상따른다.(참조:차량 :수리
전유의사항 ).

위치및사양(규정토크,항상교환해야하는부품등)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리어벤치시트쿠션을탈거한다 (참조:리어벤치시트베이스 :탈거 -장착 ).

1.2탈거작업

볼트를탈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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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탈거한다:

■리어시트벨트로어볼트 (2),
■리어시트벨트트림 (3)리어벤치시트백에서.

리어벤치시트백에리어시트벨트를통과시킨다.
다음에서리어벤치시트백을탈거한다: (4)및 (5) (이작업은두사람이작업한다.)

2장착

2.1장착준비작업

리어벤치시트백에리어시트벨트를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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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착준비

다음을장착한다:

■리어벤치시트백 (이작업은두사람이작업한다)
■리어시트벨트트림 (3),
■리어사이드시트벨트로어볼트 (2),
■볼트, (1) (다음을조이지않는다).
리어벤치시트백볼트를규정토크로조인다 (1)

2.3최종준비.

탈거작업은역순으로진행한다.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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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리어시트벨트: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규정토크
사이드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를 21 Nm
사이드시트벨트어퍼볼트를 21 Nm

      공구
트림탈거레버세트

자동으로교환할스페어부품
리어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성분
고강도스레드록

INTRODUCTION

경고

스톱&스타트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실시하기전에안전지침을항상따른다.

경고

수리작업전시스템손상의우려가있는모든위험을방지하기위해안전,청결지침및작업에대한가이드
라인을확인한다:

■ (참조:차량 :수리전유의사항 )
■ (참조:에어백및프리텐셔너 :수리전유의사항 )

경고

점화구성부품(에어백또는프리텐셔너)위또는근처에서작업할때해당구성부품이작동되는위험을방
지하기위해진단장비를사용하여에어백컨트롤유닛을잠근다.
이기능이작동할경우모든라인이차단되며컴비네이션미터의에어백경고등이지속적으로켜진다(이그
니션스위치 ON).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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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점화구성부품(에어백또는프리텐셔너)의오작동을방지하기위해열원또는화염근처에서관련부품을
취급하지않도록한다.

NOTE

참고:
시트벨트는내부감개장치를통해취급해야한다(스트랩이손상될위험).

위치및사양(규정토크,항상교환해야하는부품등).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배터리를분리한다.(참조: 12 V배터리 :탈거 -장착 ).

차량을 2주식리프트에위치시킨다.(참조:차량 :견인및리프팅 ).

다음을탈거한다:

■리어벤치시트쿠션,
■리어벤치시트백.

특공구를사용하여다음을탈거한다:(참조:바디내부사이드트림어셈블리 :분해도 ):

■ C-필러트림,
■리어쿼터패널라이닝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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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관련부품탈거작업

리어사이드시트벨트로어브라켓볼트를탈거한다.(1).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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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블레이드스크류드라이버를사용하여리어사이드시트벨트내부감개커넥터를잠금해제한다.(4).
리어사이드시트벨트내부감개커넥터를분리한다.(2).
다음을탈거한다:

■사이드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3),
■리어사이드시트벨트.

2장착

2.1장착준비작업

정기적으로교환해야하는부품: 리어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리어사이드시트벨트볼트의나사산에다음을코팅한다.고강도스레드록(참조:차량 :수리용부품및소모
품 ).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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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착작업

다음을장착한다:

■리어사이드시트벨트,
■사이드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다음을규정토크로조인다:

■리어토크로조임사이드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를장소: 21 Nm,
■리어토크로조임사이드시트벨트어퍼볼트를장소: 21 Nm

2.3최종작업

탈거작업은역순으로진행한다.

리어센터시트벨트를 300 mm풀었다가놓는테스트를두번실시하여올바르게작동하는지점검한다.

내부감개가잠길때까지 200 mm에서최대 300 mm까지속도를높이며시트벨트스트랩을당겨서리어센
터시트벨트가올바르게잠기는지점검한다.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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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센터시트벨트 :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자동으로교환할스페어부품
리어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성분
고강도스레드록

INTRODUCTION

경고

스톱&스타트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실시하기전에안전지침을항상따른다.

경고

수리작업전시스템손상의우려가있는모든위험을방지하기위해안전,청결지침및작업에대한가이드
라인을확인한다:(참조:차량 :수리전유의사항 ).

위치및사양(규정토크,항상교환해야하는부품등).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XFE

다음을탈거한다:

■리어벤치시트쿠션(참조:리어벤치시트베이스 :탈거 -장착 ),
■리어벤치시트백(참조:리어벤치시트백 :탈거 -장착 ),
■리어벤치시트백트림(참조:리어벤치시트백커버 :탈거 -장착 ).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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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D

다음을탈거한다:

■싱글유닛리어벤치시트쿠션,
■ 1/3및 2/3리어벤치시트백,
■ 2/3리어벤치시트백트림.

1.2관련부품탈거작업

다음을탈거한다:

■리어센터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리어센터시트벨트.

2장착

2.1장착준비작업

정기적으로교환해야하는부품: 리어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리어센터시트벨트볼트의나사산을다음으로코팅고강도스레드록(참조:차량 :수리용부품및소모품 ).

2.2장착작업

다음을장착한다:

■리어센터시트벨트내부감개,
■리어센터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리어센터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를규정토크로조인다(참조: 2열리어시트 :분해도 ).

2.3최종작업

탈거작업은역순으로진행한다.

리어센터시트벨트를 300mm풀었다가놓는테스트를두번실시하여올바르게작동하는지점검한다.

내부감개가잠길때까지 200mm에서최대 300mm까지속도를높이며리어센터시트벨트스트랩을당겨
서리어센터시트벨트가올바르게잠기는지점검한다.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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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리어시트벨트버클: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규정토크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44 N.m.

자동으로교환할스페어부품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INTRODUCTION

경고

스톱&스타트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실시하기전에안전지침을항상따른다.

경고

수리작업전시스템손상의우려가있는모든위험을방지하기위해안전,청결지침및작업에대한가이드
라인을확인한다:(참조:차량 :수리전유의사항 ).

위치및사양(규정토크,항상교환해야하는부품등).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차량을 2주식리프트에위치시킨다.(참조:차량 :견인및리프팅 ).

배터리를분리한다.(참조: 12 V배터리 :탈거 -장착 ).

리어벤치시트쿠션을탈거한다.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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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관련부품탈거작업

리어시트벨트버클커넥터를분리한다.(1).
다음을탈거한다: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2),
■리어시트벨트버클.

2장착

2.1장착준비작업

정기적으로교환해야하는부품: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2.2장착작업

다음을장착한다:

■리어시트벨트버클,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접지토크로조임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장소: 44 N.m..

2.3최종작업

탈거작업은역순으로진행한다.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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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6

프론트시트어셈블리:분해도

명시되지않은규정토크로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
).

표시 설명 정보

1 프론트시트 "시트백 -시트쿠
션"프레임의볼트

　

2 프론트시트좌측이너케이싱 　

3 프론트시트좌측아웃터케이
싱

　

4 스크류 　

좌석 안전띠

pk00796
Text Box
자동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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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론트시트벨트버클 (참조:프론트시트벨트버클 :
탈거 -장착)
)

6 볼트 　

7 스크류 　

8 프론트시트쿠션프레임매트
서스펜션

　

9 송풍유닛 　

10 프론트시트쿠션프레임 (참조:프론트시트쿠션프레임
:탈거 -장착)
)

11 스크류 　

12 프론트시트컨트롤유닛 　

13 프론트시트벨트스위치볼트 　

14 프론트시트랩벨트프리텐셔
너

　

15 스크류 　

16 프론트시트 "시트백 -시트쿠
션"프레임의볼트

　

17 프론트시트우측이너케이싱 　

18 스위치베젤 　

19 스위치커버 　

20 스크류

21 프론트시트컨트롤키패드 (참조:프론트시트컨트롤패널
:탈거 -장착)
)

22 프론트시트로어케이싱 (참조:프론트시트로어커버 :
탈거 -장착)
)

좌석 안전띠



62

명시되지않은규정토크로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
.

Marks Designations Informations

1 Front seat cushion frame mat
suspension

2 Interior front seat base casing

3 Front seat lower casing
(참조:프론트시트로어커버 :
탈거 -장착)
)

4 Front seat belt buckle

5 Bolt

6 Lumbar pad

7 Front seat electrical wiring

좌석 안전띠

pk00796
Text Box
표시

pk00796
Text Box
설명

pk00796
Text Box
정보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쿠션 플임 매트 서스펜션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우측 이너 케이싱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우측 아우터 케이싱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벨트 버클

pk00796
Text Box
볼트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백 요추 받침 패드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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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ront seat lower casing
(참조:프론트시트로어커버 :
탈거 -장착)
)

9 Front seat height adjustment
handle

10 Front seat recline adjustment
handle

11 Clip

12 Interior front seat base casing

13 Front seat base frame (참조:프론트시트쿠션프레임
:탈거 -장착)
)

14 Front seatback frame. (참조:프론트시트프레임 :탈
거 -장착)

(참조:프론트시트백프레임 :
탈거 -장착)
)

15 Front seat headrest guide (참조:프론트시트헤드레스트
가이드 :탈거 -장착)
)

좌석 안전띠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로어 커버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레버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백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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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Box
클립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좌측 이너 케이싱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쿠션 프레임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백 프레임

pk00796
Text Box
프론트 시트 헤드레스트 가이드

SJY
사각형



64

QM6

리어벤치시트:분해도

명시되지않은규정토크로조이는경우규정토크표를참조한다(참조:규정토크 :일반정보).
.

표시 설명 정보

1 리어사이드헤드레스트 　

2 1/3및 2/3리어벤치시트백 　

3 리어센터헤드레스트 　

4 1/3및 2/3리어벤치시트백 　

5 리어센터암레스트 　

6 싱글유닛리어벤치시트쿠션 (참조:리어벤치시트쿠션커
버 :탈거 -장착)
)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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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어벤치시트쿠션서브프레
임

　

8 Clip -보조 2열시트쿠션 　

9 리어벤치시트베이스패드

10 케이블 2열시트해제좌측

11 케이블 2열시트해제우측

12 1/3및 2/3리어벤치시트백패
드

13 1/3및 2/3리어벤치시트백패
드

14 리어사이드헤드레스트

15 스트라이커 2열시트록스트라
이커우측

16 리어시트백우측록커버

17 볼트

18 리어시트백우측록 (참조:리어벤치시트백록킹
메커니즘 :탈거 -장착)
)

19 리어시트백우측핸들해제커
버

20 우측리어시트백핸들해제

21 리어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우측

(참조:리어벤치시트헤드레스
트가이드 :탈거 -장착)
)

22 1/3리어벤치시트백프레임 (참조:리어벤치시트백프레임
:탈거 -장착)
)

23 2/3리어벤치시트백프레임 (참조:리어벤치시트백프레임
:탈거 -장착)
)

24 리어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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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센터시트벨트베젤

26 리어시트헤드레스트가이드
좌측

(참조:리어벤치시트헤드레스
트가이드 :탈거 -장착 -이문
서의링크사용불가)

27 볼트

28 리어벤치시트쿠션사이드케
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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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6

리어센터시트벨트: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자동으로교환할스페어부품
리어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성분
고강도스레드록

INTRODUCTION

경고

정지&시동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수행하기전에항상안전지침을준수한다.

경고

시스템손상위험을모두피하기위해수리를실시하기전에안전청결지침과작업권장사항을적
용한다 (참조:차량 :수리전유의사항).

위치및규격(조이는토크,언제나교체해야할부품등).
.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참조: 2열리어시트 :분해도)다음을탈거한다:

■싱글유닛리어벤치시트베이스,
■ 1/3및 2/3리어벤치시트백,
■ 2/3리어벤치시트백트림.

1.2관련부품탈거작업

(참조: 2열리어시트 :분해도)다음을탈거한다:

■리어센터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리어센터시트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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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착

2.1장착준비작업

다음부품은항상교환한다: 리어시트벨트내부감개볼트

리어센터시트벨트볼트의나사산에고강도스레드록 (참조:차량 :수리용부품및소모품)을 코팅한다.

2.2장착작업

다음을장착한다:

■리어센터시트벨트관성릴,
■리어센터시트벨트관성릴볼트.

리어센터시트벨트관성릴볼트를조인다.

2.3최종작업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리어센터시트벨트를 300 mm풀었다가두번돌아가게하여정확한작동을확인한다.

관성릴이잠궈질때까지시트벨트스트랩을최대 200 ~ 300 mm증가하는속도로당겨리어센터시트벨
트가정확하게잠궈지는지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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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6

리어시트벨트버클: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규정토크
리어시트벨트버클너트를 44 N.m

자동으로교환할스페어부품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INTRODUCTION

경고

정지&시동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수행하기전에항상안전지침을준수한다

경고

시스템손상위험을모두피하기위해수리를실시하기전에안전청결지침과작업권장사항을적
용한다 (참조:차량 :수리전유의사항).

위치및규격(조이는토크,언제나교체해야할부품등)(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분해도).
.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차량을투포스트리프트로든다(참조:차량 :견인및리프팅).

배터리를분리한다(참조: 12 V배터리 :탈거 -장착).

리어벤치시트베이스를탈거한다(참조:리어벤치시트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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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관련부품탈거작업

리어시트벨트버클커넥터를분리한다 (1).
다음을탈거한다: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2),
■리어시트벨트버클.

2장착

2.1장착준비작업

다음부품은항상교환한다: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2.2장착작업

다음을장착한다:

■리어시트벨트버클,
■리어시트벨트버클볼트.

다음을장착한다:

■리어시트벨트 LH버클,
■리어시트벨트 LH버클볼트.

규정토크로조임리어시트벨트버클너트를 - 44 N.m으로조인다.

2.3최종작업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좌석 안전띠��



71

QM6

프론트시트벨트버클:탈거 -장착

주의,하나이상의경고가이방법에리스트로나열됨

자동으로교환할스페어부품
시트벨트버클볼트를

INTRODUCTION

경고

정지&시동시스템이장착된차량에서작업을수행하기전에항상안전지침을준수한다

경고

시스템손상위험을모두피하기위해수리를실시하기전에안전청결지침과작업권장사항을적
용한다(참조:차량 :수리전유의사항).

위치및규격(조이는토크,언제나교체해야할부품등)(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분해도).
.

1탈거

1.1탈거준비작업

차량을투포스트리프트로든다(참조:차량 :견인및리프팅).

배터리를분리한다(참조: 12 V배터리 :탈거 -장착).

프론트시트를탈거한다(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탈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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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관련부품탈거작업

프론트시트벨트버클커넥터를분리한다 (1).
다음을탈거한다:

■프론트시트벨트버클와이어,
■프론트시트벨트버클커넥터 (1).
(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분해도)다음을탈거한다:

■프론트시트벨트버클볼트,
■프론트시트벨트버클.

2장착

2.1장착준비작업

다음부품은항상교환한다: 시트벨트버클볼트를

2.2장착작업

(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분해도)다음을탈거한다:

■프론트시트벨트버클.
■프론트시트벨트버클볼트,

프론트시트벨트버클볼트를조인다 (참조:프론트시트어셈블리 :분해도).

2.3최종작업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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