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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2A

2A - 2

일반사항 및 작동원리

엔진 점검수리관련

실차상에서 엔진 및 구성부품을 점검수리할 경우에는

우연한 실수로 인한 인명 및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고 최

상의 엔진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한다. :

� 일부 전장품을 탈거하거나 장착할 때는 작업에 앞서

반드시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해둔다. 

� 또한 공구나 장비등이 노출된 전장품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작업에 앞서 반드시 배터리(-)케이

블을 분리해둔다. 

� 그리고 특별한 언급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점화스위치

는 OFF위치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 에어클리너를 탈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흡기매니폴드

또는 스로틀 바디의 입구를 막아주어, 엔진시동시 이

물질이 입구를 통해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막 한 엔진

손상을 주지않도록 한다. 

� 엔진을 받칠 때는 오일팬 아랫부분에 잭이나 스탠드가

닿지 않도록 한다. 오일팬과 오일펌프 스트레이너 사

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오일팬에 잭이나 스탠드가

직접 닿으면 오일팬이 스트레이너에 닿아 손상될 우려

가 있다. 

엔진 구성부품 취급관련

엔진 구성부품에는 1/1000mm 단위의 허용치로 절삭

연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엔진내부 구성부품을 점검 수

리할 때는 충분히 주의하여 청결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엔진관련 단원을 이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

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청결유지와 세심

한 관리는 수리작업 절차의 일부분이므로 별도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부품을 정비할 시에는 필수

사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조립시에는 구성부품의 마찰면에 엔진오일을 도포해주

어, 부품 초기작동에 따른 표면보호와 윤활작용이 촉

진되도록 한다.

� 정비작업을 위해 밸브계통 구성부품을 탈거할 경우에

는 반드시 탈거되는 순서 로 부품을 정리해둔다. (이

는 장착시 동일 접촉면끼리 조립되어야 하고 원래위치

에 정확하게 장착되기 위함이다.)

특히 밸브, 로커암, 로커암샤프트, 피스톤, 피스톤 링

컨넥팅로드, 컨넥팅로드 베어링,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등을 탈거할 시에는 순서 로 나열하며 장착시에는 본

래의 위치와 방향에 유의한다.

� 실린더블럭을 제외한 엔진 구성부품을 탈거할 때는 탈

거되는 부품에서 냉각수나 엔진오일등이 타부품에 흘

러 들어갈 수 있으므로 부품탈거시 오일이나 냉각수가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료계통 구성부품 취급관련

엔진 연료계통 구성부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

한 인명 및 차량 손상등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

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 작업은 환기가 잘되고 화기가 없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작업장에서는 항상 금연을 준수한다. 

� 연료계통 구성부품의 가스켓이나 씰이 손상된 경우에

는 반드시 신품으로 교환해준다.

� 작업과정중에 연료라인이 분리되거나 구성부품이 탈거

된 경우에는 연결 또는 장착작업후 반드시 연료의 누

출 여부를 확인한다.



엔진일반사항

2A - 3

규정사항

제원

구분 형식

엔진정보 실린더 내경 × 행정(mm) 68.5 × 72.0 

배기량(cc) 796 ㎤

압축비 9.3 : 1

최 출력(PS/rpm) 52 / 6,000 

최 토오크(kg∙m/rpm) 7.3  / 3,500 

점화시기 (�) BTDC 10 

점화순서 1-3-2

공회전속도 에어컨 OFF시 950

(rpm) 에어컨 ON시 1,000±50 

엔진부품 형식 엔진 0.8 SOHC MPI 2밸브

점화계통 전자제어 점화방식

디스트리뷰터 옵티컬센서 방식

점화코일 폐자로형

스타터 SD 80

스파크플러그 NGK : BPR5EY-11 / CHAMPION : RN9YC4 / BOSCH : WR8DC

연료분사계통 멀티 포인트 인젝션 (MPI)

연료펌프 전동식 모터

연료필터 여과지식

윤활계통 압송식

오일펌프 로터리 펌프식

냉각계통 압송순환식 (수냉식)

라디에이터 크로스-플로우

워터펌프 원심식

서모스탯 왁스 펠릿형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부직포 타입

머플러 UCC, 3원촉매, 폐회로

배터리 MF (무보수)

엔진부품 규격 엔진오일 SL급, SAE 10W30  

부동액 4계절용



� 출력 : 52/6,000

(PS/rpm)

� 토오크 : 7.3/3,500

(Kg∙m/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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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2A

2A - 4

제원 (내용계속)

구분 형식

엔진부품 용량 엔진오일 엔진분해시 3.0 

(ℓ) 오일교환시 (필터포함) 2.7

오일교환시 (필터미포함) 2.5

오일레벨 게이지 1(MIN�MAX까지 용량)

냉각수 총량(ℓ) 3.8

배터리(V-AH, CCA) 12-35, 275

알터네이터 에어컨 장착차량 MT : 65 / CVT : 70

(A) 에어컨 미장착차량 MT : 50 / CVT : 70

스타터(Kw) 0.8

연료펌프 송출량 (Lph) 90�133

송출압력Kgf/cm2 3.8(380 Kpa)

연료탱크 용량(ℓ) 35

엔진성능 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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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일반사항

2A - 5

고장진단

고장진단 일반

상태 추정원인 조치사항

시동불량 점화계통의 고장

(크랭킹은 정상임) � 휴즈 � 교환

� 스파크플러그의 간극불량 및 카본퇴적 여부 � 청소, 간극조정 또는 교환

� 하이텐션 코드의 누전 � 교환

� 하이텐션 코드와 리드선의 접속불량 여부 � 교환

� 디스트리뷰터 캡 단자의 마모 또는 카본퇴적 여부 � 교환 또는 청소

� 디스트리뷰터 로터, 캡의 이완 또는 손상 여부 � 교환

� 점화시기의 셋팅불량 여부 � 조정

� 점화코일의 고장 여부 � 교환

연료계통의 고장

� 불량연료 여부 � 연료 및 라인계통 교환 및 청소

� 연료탱크내의 연료부족 여부 � 연료보충

� 연료필터의 막힘 또는 오염 여부 � 교환

� 연료라인의 막힘 여부 � 청소

� 연료펌프의 고장 여부 � 교환

� 연료압력 조절기의 고장 여부 � 교환

� 연료인젝터의 고장 여부 � 교환

� 연료탱크내의 물 또는 이물질 혼입 여부 � 청소

압축압력의 저하

� 스파크플러그의 조임상태 불량 여부 � 규정토오크로 조임

� 실린더헤드 볼트의 조임상태 불량 여부 � 규정토오크로 조임

� 실린더헤드 가스켓의 균열 또는 누설 여부 � 교환

� 밸브간극의 셋팅상태 불량 여부 � 조정

� 밸브시트의 누설 여부 � 시트 수리

� 밸브스템의 간섭 여부 � 밸브, 가이드 수리 또는 교환

� 밸브스프링의 탄성저하 또는 손상 여부 � 교환

� 피스톤과 실린더의 이상간섭 또는 손상 여부 � 피스톤 링 교환

� 피스톤, 피스톤 링, 실린더의 마모 여부 � 실린더 보링 또는 교환

기타

� 타이밍 벨트의 고장 여부 � 교환

� P.C.V 밸브의 작동불량 여부 � 점검, 필요시 교환

� 각종 엔진 진공호스의 이완 또는 손상누설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 흡기계통(가스켓류)의 진공누설 여부 � 교환

엔진전자제어장치의 구성부품을 제외한 엔진 기계구성

부품의 고장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

우에는, 결함상태 및 결함계통별로 점검 및 조치사항에

따라 고장진단을 실시한다.

엔진전자제어장치의 구성부품(각종센서, 컴퓨터 및 제

어부품, 회로등)에 한 고장진단 내용에 해서는 단원

2F. 고장진단 내용을 참조한다.



단원 2A

2A - 6

고장진단 일반 (내용계속)

상태 추정원인 조치사항

엔진출력 부족 압축압력의 저하 � 상기내용 참조

점화계통의 고장

� 점화시기의 불량 여부 � 조정

� 스파크플러그의 불량 여부 � 조정 또는 교환

� 디스트리뷰터의 고장 여부 � 수리 또는 교환, 로터 점검

� 하이텐션 코드의 누전 또는 접속불량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연료계통의 고장

� 연료라인의 막힘 여부 � 청소

� 연료필터의 막힘 또는 오염 여부 � 교환

기타

�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막힘 또는 오염 여부 � 교환 또는 청소

� 흡기계통(가스켓류)의 진공누설 여부 � 교환

� 브레이크의 끌림 또는 편제동 여부 � 수리 또는 교환

� 클러치의 슬립 여부 � 조정 또는 교환

엔진 공회전상태 압축압력의 저하 � 상기내용 참조

불량 연료계통의 고장

� 연료라인의 막힘 여부 � 청소

� 연료필터의 막힘 또는 오염 여부 � 교환

� 연료압력 조절기의 고장 여부 � 교환

점화계통의 고장

� 스파크플러그의 고장 여부 � 조정 또는 교환

� 하이텐션 코드의 누전 또는 접속불량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 디스트리뷰터 캡 단자의 마모 또는 카본퇴적 여부 � 교환 또는 청소

� 디스트리뷰터 로터, 캡의 이완 또는 손상 여부 � 교환

� 점화시기의 셋팅불량 여부 � 조정

� 점화코일의 고장 여부 � 교환

기타

�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막힘 또는 오염 여부 � 청소 또는 교환

� 흡기계통(가스켓류)의 진공누설 여부 � 교환

� P.C.V 밸브의 작동불량 여부 � 점검, 필요시 교환

� 각종 엔진 진공호스의 이완 또는 손상누설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엔진 가속반응 늦음 압축압력의 저하 � 상기내용 참조

(악셀페달을 밟아도 점화계통의 고장

즉각적인 엔진반응이 � 점화시기의 셋팅불량 여부 � 조정

없으며 일정속도로 � 스파크플러그의 불량, 간극 조정불량 여부 � 교환 또는 간극조정

주행시 또는 정차 � 하이텐션 코드의 누전 또는 접속불량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상태에서 출발시에 기타

현저하게 나타남) � 에어클리너 계통의 고장 여부 � 청소 또는 교환

� 흡기계통(가스켓류)의 진공누설 여부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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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일반 (내용계속)

상태 추정원인 조치사항

엔진출력 변동 압축압력의 저하 � 상기내용 참조

(일정속도 주행시 연료계통의 고장

엔진출력이 변동 � 연료라인의 막힘 여부 � 청소

하고 악셀페달을 � 연료필터의 막힘 또는 오염 여부 � 교환

조작하지 않는 데도 � 연료압력 조절기의 고장 여부 � 교환

주행속도가 감소 점화계통의 고장

또는 증가됨) � 스파크플러그의 고장 여부 � 조정 또는 교환

� 하이텐션 코드의 누전 또는 접속불량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 디스트리뷰터 캡 단자의 마모 또는 카본퇴적 여부 � 교환 또는 청소

� 디스트리뷰터 로터, 캡의 이완 또는 손상 여부 � 교환

� 점화시기의 셋팅불량 여부 � 조정

기타

� 흡기계통(가스켓류)의 진공누설 여부 � 청소 또는 교환

� 각종 엔진 진공호스의 이완 또는 손상누설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디토네이션 발생 엔진의 과열 � 엔진과열 내용참조

(스로틀밸브의 열림 점화계통의 고장

정도에 따라 금속성 � 스파크플러그의 이상 여부 � 교환

노킹음이 이상폭팔 � 점화시기의 셋팅불량 여부 � 조정

과 함께 발생함) � 하이텐션 코드의 누전 또는 접속불량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연료계통의 고장

� 연료필터, 연료라인의 막힘 또는 오염 여부 � 교환 또는 청소

기타

� 흡기계통(가스켓류)의 진공누설 여부 � 교환

� 이상연소로 인한 탄화 � 카본제거

엔진 과열 점화계통의 고장

� 냉각수의 부족 여부 � 보충

� 서모스탯의 작동불량 여부 � 교환

� 워터펌프의 기능저하 여부 � 교환

� 라디에이터의 막힘 또는 누수 여부 � 청소, 수리 또는 교환

윤활계통의 고장

� 엔진오일의 불량 여부 � 정품오일 교환

� 오일필터, 오일 스트레이너의 막힘 여부 � 교환 또는 청소

� 엔진오일의 부족 여부 � 보충

� 오일펌프의 기능저하 여부 � 교환 또는 수리

� 오일의 누유 여부 � 수리

기타

� 브레이크의 끌림 여부 � 수리 또는 교환

� 클러치의 슬립 여부 � 수리 또는 교환

� 실린더헤드 가스켓의 손상 여부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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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일반 (내용계속)

상태 추정원인 조치사항

연비 불량 압축압력의 저하 � 상기내용 참조

연료계통의 고장

� 연료탱크, 연료라인의 누출 여부 � 수리 또는 교환

점화계통의 고장

� 점화시기의 셋팅불량 여부 � 조정

� 스파크플러그의 탄화과다, 간극불량, 전극소손 여부 � 교환

� 하이텐션 코드의 누전 또는 접속불량 여부 � 정상 접속 또는 교환

냉각계통의 고장

� 서모스탯의 작동불량 여부 � 교환

기타

� 밸브의 장착불량 여부 � 수리 또는 교환

� 클러치의 슬립 여부 � 수리 또는 교환

� 타이어 공기압의 불량 여부 � 조정

엔진오일 과다소모 엔진오일의 누유

� 오일 드레인 플러그의 이완 여부 � 조임

� 오일팬 볼트의 이완 여부 � 조임

� 오일팬 액상가스켓의 씰링불량 여부 � 교환

� 오일필터의 이완 여부` � 조임

� 오일압력 스위치의 이완 여부 � 조임

� 캠샤프트 프론트 오일씰의 씰링불량 여부 � 교환

� 크랭크샤프트 프론트 오일씰의 씰링불량 여부 � 교환

�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의 씰링불량 여부 � 교환

� 실린더헤드 커버 가스켓의 씰링불량 여부 � 교환

� 실린더헤드 가스켓의 손상 여부 � 교환

연소실의 오일섞임

� 피스톤 링의 고착 여부 � 카본제거 또는 링 교환

� 피스톤, 실린더의 마모 여부 � 보링 또는 교환

� 피스톤 링, 링홈의 마모 여부 � 피스톤과 피스톤 링 교환

� 피스톤 링 절개부의 위치 부적절 여부 � 위치조정

� 밸브기구의 마모 또는 손상 여부 � 교환

엔진오일압력 저하 윤활계통의 고장

� 오일점도의 부적절 여부 � 정품오일 교환

� 오일압력 스위치의 이완 여부 � 조임

� 엔진오일의 부족 여부 � 보충

� 오일 스트레이너의 막힘 여부 � 청소

� 오일펌프의 기능저하 여부 � 교환

� 오일펌프 릴리프 밸브의 마모 또는 손상 여부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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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일반 (내용계속)

상태 추정원인 조치사항

엔진 이상음 발생 밸브에 의한 이상음

� 밸브간극의 부적절 여부 � 조정

� 밸브스템, 가이드의 마모 여부 � 교환

� 밸브스프링의 작동불량 여부 � 교환

피스톤, 피스톤 링, 실린더에 의한 이상음

� 피스톤, 피스톤 링, 실린더의 마모 여부 � 보링 또는 교환

컨넥팅로드에 의한 이상음

� 컨넥팅로드 베어링의 마모 여부 � 교환

� 컨넥팅로드 베어링 캡 너트의 이완 여부 � 규정토오크로 조임

크랭크샤프트에 의한 이상음

� 오일압력의 저하 여부 � 엔진오일압력 저하 내용참조

� 크랭크샤프트 베어링의 마모 여부 � 교환

� 크랭크샤프트 저어널의 마모 여부 � 연마 또는 교환

�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캡 볼트의 이완 여부 � 규정토오크로 조임

� 크랭크샤프트 스러스트 베어링의 유격과다 여부 � 수정 또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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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조정

기본사항

최상의 엔진성능 유지 및 고장발생의 사전방지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엔진오일 수준점검

엔진오일의 수준 및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오일을 보

충하거나 교환한다. 엔진오일의 수준점검은 엔진정상작동

온도에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

1. 엔진을 정지시킨 후 오일이 오일팬으로 집적되도록

수분간 기다린다.

2. 오일레벨 게이지ⓐ를 뽑아 오일수준을 확인한다.

3. 오일레벨 게이지를 깨끗이 닦고 게이지를 가이드에

끼워 넣는다. 

4. 오일레벨 게이지를 다시 뽑아 오일수준을 재확인하고

게이지를 가이드에 다시 끼워 넣는다. 

주 : 오일수준은 오일레벨 게이지 끝단의 MIN선과

MAX선 사이에 유지되어야 함

5. 오일수준이 MIN선 부근이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량 만큼 엔진오일을 보충한다.

주 : 엔진냉간시 오일수준을 점검할 경우에는 오일이

오일팬으로 빨리 집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준점검

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엔진 정상작동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후 엔진오일 수준을 점검한다.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교환

엔진오일의 수준 및 상태를 점검시 엔진오일 교환의 필

요성을 느낄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엔진오일(필터포

함)을 교환한다. :

1. 엔진을 정지시킨 후 오일이 오일팬으로 집적되도록

수분간 기다린다.

2. 오일필러 캡ⓑ를 탈거한다.

3. 오일 드레인 풀러그ⓒ를 풀어 오일을 배출시킨다.

4. 오일이 완전히 배출된 후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규정

토오크(300�400Kg∙cm)로 조인다.

5. 특수공구ⓓ(오일필터 렌치)를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

에 따라 오일필터를 교환한다. 

①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블리를 탈거

한다.

② 볼트(3개)를 풀어 히트시일드를 탈거한다.

③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펌프측 캡 스크류를 90。정

도 풀어 파워 호스를 차량 앞쪽으로 제낀다.

④ 차량 윗방향으로 오일필터를 빼낸다.

주 : 오일필터 교환은 엔진오일 교환시마다 교환한다.

MIN MAX

D102A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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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09915-4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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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 오일필터를 장착할 때는 오일필터 씰링에 엔진오

일을 도포하여 장착한다.

엔진 구동벨트(타이밍벨트) 점검

구동벨트에 해 풀어짐, 균열, 마모상태 및 장력을 점

검하고 필요한 경우 벨트를 교환한다.

악세서리 벨트 점검

알터네이터 벨트ⓔ, 에어컨/파워 벨트ⓕ, 에어컨 벨트

ⓖ, 파워 벨트ⓗ에 해 풀어짐, 균열, 마모상태 및 장력

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벨트를 교환한다. 

스파크플러그 점검

스파크플러그에 해 간극불량, 카본퇴적 과다, 전극 마

모, 인슐레이터 파손, 사기애자 상태불량등의 여부를 점

검하고 필요시 신품으로 교환한다.

다음과 같이 스파크플러그를 탈거하여 점검한다. : 

1. 하이텐션 케이블의 캡부위ⓘ를 잡아 당겨주면서 스파

크플러그에서 하이텐션 케이블을 분리한다. 이때 하

이텐션 케이블ⓙ을 잡고 당기게 되면 회로가 단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캡부위를 이용한다.

2. 전용 렌치를 이용하여 실린더헤드에서 스파크플러그

(3개)를 탈거한다.

3. 필러게이지로 스파크플러그 간극ⓚ을 측정하여 규정

치(1.0~1.1mm)내에 있지 않으면 접지전극을 구부려

조정하고, 신품 스파크플러그를 장착할 경우에는 간

극이 균일한가를 점검한 후에 장착한다.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점검

사용중에 에어클리너 엘리먼트가 더러워지면 엔진성능

에 향을 주게되므로 수시로 엘리먼트의 상태를 점검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먼지 및 이물질이 많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빈

번할 경우에는 자주 점검하여 교환한다. 

연료필터 점검

연료탱크 측면에 장착된 연료필터는 규정기간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필터에 포집된 먼지 또는 이물질 때문에

엔진성능이 저하되므로 필히 규정된 사용기간(2년 또는

40,000km 주행거리)내에 신품으로 교환한다. 

연료계통 점검

연료계통에 한 기본점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준해

실시한다. :

� 연료라인 및 라인 연결부에 해 손상 또는 연료 누출

여부를 점검한다. 

D102A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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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호스 표면이 열이나 기계적 손상을 받았는지를 점

검한다. 

� 연료주입구 캡의 느슨함 여부를 점검한다. 

� 연료상태를 확인하여 유사첨가제 여부를 점검한다.

각종 호스계통 점검

엔진 진공호스, PCV호스 및 캐니스터 호스등에 해

다음과 같은 점검한다. :

� 호스면에 열적 손상이나 기계적 손상의 흔적이 있는지

를 점검한다.

� 각종 호스에 해 경화, 균열, 찢어짐, 벗껴짐, 또는 연

결부 불량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사항

다음과 같은 엔진 시스템관련 주요 점검/조정에 한

내용은 단원2B. 고장진단 관련내용을 참조한다. :

� 엔진 압축압력 점검

� 엔진 오일압력 점검

� 밸브간극 점검/조정

� 점화시기 점검/조정

� 벨트타이밍 점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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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품도

엔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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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

2. 냉각수 보조탱크

3. 에어컨 가스호스

4. 캐니스터 솔레노이드

5. 흡기매니폴드 압력(MAP)센서

6. 흡기매니폴드

7. 점화코일

8. 아이들 에어 컨트롤 (IAC) 밸브

9. 스로틀 포지션 센서 (TPS)

10. 스로틀바디

11. 브레이크 오일탱크

12. 와이퍼 모터

13. 배터리

14. 휴즈박스

15. 에어클리너 하우징

16. 레조네이터

17. PCV 호스

18. 디스트리뷰터

19. 배기매니폴드

20. 스노클

21. 엔진

22. 와셔액 탱크

23. 오일레벨 게이지

24. 오일필러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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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및 작동원리

엔진형식

엔진은 4사이클 행정의 수냉식 3기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총배기량은 790cc(68.5×72.0mm)이다

엔진윤활

엔진윤활은 웨트섬프(Wetsump) 방식으로서 오일펌프

에 의해 엔진오일을 압송하는 강제압송식으로 이루어진다.

크랭크샤프트 풀리ⓐ측에 트로코이드(Trochoid)식 펌프

가 장착되어 있고 엔진오일은 오일 스트레이너ⓑ로 부터

오일펌프ⓒ및 오일필터ⓓ를 거쳐 두개의 오일통로로 압송

된다. 한쪽통로ⓔ는 크랭크샤프트 저어널 베어링으로 통해

크랭크샤프트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하여 컨넥팅로드 베어

링으로 통하고 컨넥팅로드의 끝단에 있는 작은오일 구멍으

로 분사되어 피스톤ⓕ과 피스톤 링, 그리고 실린더벽을 윤

활한다. 다른 한쪽통로ⓖ는 실린더헤드로 통해 있으며 여

기에 압송되는 오일은 로커암 샤프트ⓗ의 오일구멍을 통해

로커암ⓘ, 밸브ⓙ 및 캠샤프트ⓚ등으로 윤활된다.

실린더헤드 및 밸브계통

캠샤프트ⓚ 및 로커암샤프트ⓗ 지지부를 일체형으로 하

고 강성 및 강도를 높인 알루미늄 주물로서 경량화하 다. 

엔진형식 (사양) F8C형 SOHC / 2밸브

전자제어방식 (MPI)

최고출력 (PS/rpm) 52 / 6000

최 토오크 (kg∙m/rpm) 7.3 / 3500

압축비 9.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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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실은 스쿼시부를 많게 하여 연소효율을 높인 다구

형 연소실로 흡기 및 배기포트를 크로스플로우 형식으로

설치했다. 로커암ⓘ은 시이소오 형으로 흡기측 및 배기측

각각의 샤프트를 축으로 캠샤프트에 의해 흡기 및 배기밸

브ⓙ를 개폐시키도록 되어있다.

실린더블럭

엔진 구성부품중 가장 큰 부품으로 실린더블럭ⓛ 둘레

에는 필요 부품들이 부착된다. 블럭내면에는 호우닝에 의

한 보어면, 즉 특수주철 재질의 실린더가 있으며 실린더

주위에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통로와 윤활을 위한

오일통로가 있다. 

크랭크샤프트

크랭크샤프트ⓜ는 연소에 의해 발생된 동력을 컨넥팅로

드ⓝ를 이용하여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는

부품이다. 한쪽에는 오일펌프, 크랭크샤프트 풀리 및 타

이밍벨트 풀리등이 부착되고 다른 한쪽에는 오일씰 하우

징 및 플라이 휠이 부착된다. 재질로서는 굽힘하중 및 비

틀림에 견딜 수 있는 주철제의 특수강을 사용하 고, 또

한 베어링은 알루미늄 합금을 재질로 한 메인 베어링ⓞ을

사용하 으며 3번 저어널부에는 분할 스러스트 베어링ⓟ

을 설치하 다. 

컨넥팅로드

컨넥팅로드ⓝ는 탄소강의 단조품으로 단면은“I”타입

이며 단부는 크랭크샤프트ⓜ와 연결되고 소단부는 피스

톤 핀과 연결되어 동력을 전달시켜 부품이다. 단부는

분리형으로서 메탈 베어링ⓠ을 안착시킨후 볼트로 상∙하

면이 취부된다.

피스톤, 피스톤 링 및 피스톤 핀

○ 피스톤

피스톤ⓡ은 오픈 스커트 형으로 크라운부는 연소실에

직접 노출되어 동력을 생성케하고 랜드부와 스커트부는

실린더보어와의 연속적인 고속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량이면서 열전도성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 다.

○ 피스톤 링

두개의 압축링ⓢ과 한개의 오일링ⓣ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피스톤 링 홈사이에 조립되어 실린더와 함께 상당한

기 을 유지하면서 고속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으로서 엔

진 압축압력, 오일소모량, 블로바이 압축압력 및 엔진 성

능에 중 한 양을 미치는 부품이다.

○ 피스톤 핀

피스톤과 핀, 핀과 컨넥팅로드와의 조립관계에서 피스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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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핀ⓤ은 어느쪽으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피스톤 핀의

양단을 써클립ⓥ으로 조립되어 있는 전부동식 타입이며

피스톤 크라운부에서부터 받는 동력을 컨넥팅로드에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밍벨트 및 풀리

캠샤프트 스프로켓 기어ⓦ와 크랭크샤프트 스프로켓 기

어ⓧ에 연결된 타이밍벨트는 크랭크샤프트의 회전력을 캠

샤프트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워터펌프ⓨ

도 구동시켜 준다. 또한 타이밍벨트 텐셔너ⓩ가 장착되어

있어 항상 타이밍벨트 장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며, 벨트

작동시 슬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톱니형 구조로 나선형 벨

트와 유사한 강력 고무재질로 되어 있다.

엔진 마운트

엔진 마운트는 엔진을 지지해 주어 엔진자체의 진동과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 또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엔진 마운트는 엔진 프론트 및 리어부와 엔

진우측에 각각 장착되어 있으며 변속기측에는 다른 한개

의 변속기 마운트가 장착되어 있다. 

(엔진우측 마운트는 4피스로 되어 있음 : 엔진 마운트 댐

핑블럭, 인텀브라켓, 상부브라켓, 브레이스 브라켓)

y
x

z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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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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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사항

제원

항목 내용 단위 기준치 한계치

캠샤프트 캠 높이 - 흡기측 mm 35.156 35.124

배기측 mm 34.814 34.789

굽힘한계 mm - 0.03 이하

저어널 틈새 mm 0.050�0.091 0.15

저어널 외경 - ⓐ 부위 mm 43.450�43.425 43.375

ⓑ 부위 mm 43.625�43.650 43.575

ⓒ 부위 mm 43.825�43.850 43.775

ⓓ 부위 mm 44.025�44.050 44.025

실린더헤드 저어널부 내경 - ⓐ 부위 mm 43.500�43.516 43.525

ⓑ 부위 mm 43.700�43.716 43.725

ⓒ 부위 mm 43.900�43.916 43.925

ⓓ 부위 mm 44.100�44.116 44.125

실린더헤드 평면 변형 mm - 0.05

실린더헤드 매니폴드 접촉면 변형 mm - 0.10

로커암샤프트 로커암샤프트 휨 mm - 0.10

로커암과 로커암샤프트간의 틈새 mm 0.005�0.040 0.06

밸브 밸브헤드부 회전방향 편차 mm - 0.08

밸브시트면 접촉폭 - 흡기측 mm 1.46�1.66 -

배기측 mm 1.46�1.66 -

밸브가이드 밸브가이드 돌출량 mm 14 -

밸브가이드 오버사이즈 mm 0.03 -

가이드와 스템간의 틈새 - 흡기측 mm 0.020�0.047 0.07

배기측 mm 0.045�0.072 0.09

가이드 내경 - 흡기측 mm 5.500�5.512 5.53

배기측 mm 5.500�5.512 5.53

밸브스템 스템 외경 - 흡기측 mm 5.456�5.480 -

배기측 mm 5.440�5.455 -

스템 끝단부 유격 - 흡기측 mm - 0.14

배기측 mm - 0.18

밸브스템 끝단부 절삭량 mm - 0.05 이하

밸브스프링 자유장 mm 54.45 53.40

장착장력 mm 23.4�27.0 22.0

직각도 kg/44.2mm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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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내용계속)

항목 내용 단위 기준치 한계치

실린더 내경 mm 68.5~68.520 68.570

수직도 ; 최 테이퍼 편차 mm - 0.10이하

진원도 ; 원통도 mm 0.5 0.05이하

피스톤 외경 - 기준치 mm 68.465�68.485 -

0.25 오버사이즈 mm 68.715�68.735 -

0.50 오버사이즈 mm 68.965�68.985 -

간극 mm 0.025�0.045 -

피스톤 링 링 홈 틈새 - 1번링 mm 0.02�0.06 0.10

2번링 mm 0.02�0.06 0.10

오일링 mm 0.06�0.10 -

링 오프닝부 간격 - 1번링 mm 0.15�0.30 0.7

2번링 mm 0.10�0.30 0.7

오일링 mm 0.2�0.7 1.8

피스톤 핀 외경 mm 15.996�16.000 -

보스부 내경 mm 16.006�16.014 -

틈새 mm 0.006�0.019 -

컨넥팅로드 단부 스러스트 유격 mm 0.10�0.20 0.35

휨 (100mm일 때) mm - 0.05

비틀림 (100mm일 때) mm - 0.10

베어링 오일간극 mm 0.020�0.040 0.0065

크랭크샤프트 휨 mm - 0.03

스러스트 유격 mm 0.11�0.31 0.4

저어널 편차 / 테이퍼(편마모) 한계 mm - 0.01

베어링 오일간극 mm 0.020�0.040 0.065

저어널 외경 mm 43.982�44.000 -

플라이 휠 표면 편차 mm - 0.2

실린더블럭 실린더블럭 헤드접촉면 변형 mm - 0.05

규격평면도 mm - 0.03

오일펌프 외측로터와 케이스간의 틈새 mm 0.31 이하 -

사이드 간극 mm 0.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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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토오크

항목 Kg∙cm N∙m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볼트/너트 90~120 9~12

배기매니폴드 볼트/너트 170~270 17~27

배기매니폴드 히트시일드 볼트 80~120 8~12

밸브간극조정 스크류 로크 너트 150~200 15~20

로커암샤프트 볼트 90~120 9~12

스파크플러그 200~300 20~30

실린더헤드 커버 육각렌치 볼트 90~120 9~12

실린더헤드 볼트 850~900 85~90

에어컨 컴프레서 브라켓 볼트 350~450 35~45

에어컨 컴프레서 상부 볼트 180~220 18~22

에어컨 컴프레서 하부 볼트 200~240 20~24

에어클리너 스노클 볼트 70~90 7~9

에어클리너 하우징 너트 50~70 5~7

엔진 마운트 댐핑블럭 볼트 450~550 45~55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 (상부브라켓측) 600~700 60~70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볼트 (댐핑블럭측) 720~880 72~88

엔진 마운트 브레이스 브라켓 볼트 (에어컨브라켓측) 350~450 35~45

엔진 마운트 브레이스 브라켓 너트 (에어컨브라켓측) 180~220 18~22

엔진 마운트 상부브라켓 볼트 (엔진블럭측) 350~410 35~41

엔진 마운트 하부브라켓 볼트 (엔진블럭측) 350~410 35~41

엔진 마운트 리엑션 로드 볼트/너트 (하부브라켓측) 680~830 68~83

엔진 마운트 리엑션 로드 볼트 (바디브라켓측) 680~830 68~83

엔진 마운트 프론트 브라켓 볼트 (실린더블럭측) 350~410 35~41

엔진 마운트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 (크로스멤버측:2개) 450~550 45~55

엔진 마운트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 (크로스멤버측:1개) 350~410 35~41

엔진 마운트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너트 (브라켓측) 680~830 68~83

오일레벨 게이지 가이드 튜브 볼트 90~120 9~12

오일압력 스위치 120~160 12~16

오일팬 드레인 플러그 300~400 30~40

오일팬 볼트/너트 90~120 9~12

오일펌프 스트레이너 볼트 90~120 9~12



단원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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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토오크 (내용계속)

항목 Kg∙cm N∙m 

오일펌프 케이스 볼트 90~120 9~12

오일필터 120~160 12~16

오일필터 스터드 200~250 20~25

캠샤프트 플레이트 스크류 90~120 9~12

캠스프로켓 볼트 500~600 50~60

컨넥팅로드 베어링 캡 너트 310~350 31~35

크랭크샤프트 리어오일씰 하우징 볼트/스크류 90~120 9~12

크랭크샤프트 메인 베어링 캡 볼트 550~600 55~60

크랭크샤프트 풀리 볼트 650~750 65~75

클러치 하우징 하부 플레이트 볼트 40~70 4~7

타이밍벨트 리어 커버 볼트 90~120 9~12

타이밍벨트 텐셔너 볼트 150~230 15~23

타이밍벨트 프론트 상부커버 볼트 90~120 9~12

타이밍벨트 프론트 하부커버 볼트 90~120 9~12

파워 스티어링 펌프 볼트 200~240 20~24

파워 스티어링 펌프 프론트 브라켓 볼트 200~240 20~24

파워 스티어링 펌프 리어 브라켓 볼트 (긴 것) 200~240 20~24

파워 스티어링 펌프 리어 브라켓 볼트 (짧은 것) 350~450 35~45

파워 스티어링 펌프 리어 브라켓 조정 볼트 200~240 20~24

플라이 휠 볼트 400~450 40~45

흡기매니폴드 너트 150~190 15~19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 볼트 (10M) 90~120 9~12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 볼트 (12M) 180~220 18~22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 너트 90~120 9~12

흡기매니폴드 보조브라켓 볼트 180~220 18~22

흡기매니폴드 보조브라켓 너트 150~190 15~19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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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구

09900-00410

헥사곤 렌치 세트

09915-47341

오일필터 렌치

09915-64510

압축압력측정 게이지

09915-67310

진공 게이지

09915-77310

오일압력측정 게이지

ⓐ 09916-14510

밸브리프터(단품수리용)

ⓑ 09916-48210

밸브리프터 어태치먼트

09916-34541

리이머 핸들

09916-37320

리이머 (5mm)

09916-38210

리이머 (11mm)

09916-44910

밸브가이드 탈거공구

D102B106

D102B107

D102B108

D102B109

D102B110

D102B101

D102B102

D102B103

D102B104

D102B105



특수공구 (내용계속)

09916-58210

밸브가이드 장착공구

핸들

09916-77310

피스톤 컴프레서

09917-68220

캠샤프트 스프로켓

홀더

09917-88220

밸브가이드 장착공구

어태치먼트

09918-08210

진공게이지 호스

조인트

D102B111

D102B112

D102B113

D102B114

D102B115

09924-17810

플라이휠 홀더

09927-56020

크랭크샤프트 풀리

홀더

DW 100-010

연료압력 측정게이지

DW 100-020

스프링 클램프

탈장착공구

DW 110-020

엔진 픽스쳐

D102B116

D102B117

D102B118

0

1
2 4

6

5

3

D102B119

D103B103

단원 2B

2B - 10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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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구 (내용계속)

DW 110-030

엔진 밸브 컴프레서

(실차정비/단품수리용)

DW 110-040

엔진&변속기 어셈블리

탈장착 서포트

DW 110-050

스터드 볼트

탈장착공구

D102B120

D102B121

D102B122

DW 150-020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너트

탈장착공구

KM-412

엔진 오버홀 스탠드

D102B123

D102B124



단원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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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주요 점검/조정

엔진관련 결함발생시 엔진 구성부품을 탈거 또는 분해

하기 전에 결함현상별로 결함원인을 세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상세한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힘들 경우에는 기

본적인 사항에 해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다음사항들은 엔진관련 주요 점검사항이므로 필요시 절

차에 따라 점검작업을 실시한다. 

엔진 압축압력 점검

다음의 순서 로 엔진 압축압력을 점검한다. :

1. 엔진시동을 걸어 엔진이 정상작동온도(냉각수온도

80�90℃)에 도달되도록 한다.

2. 엔진을 정지시키고 하이텐션 케이블과 스파크플러그

를 모두 탈거한다.

3. 디스트리뷰터 옵티컬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4. 스파크플러그 장착홀에 엔진 압축압력측정 게이지ⓐ

를 장착한다.

5. 기어중립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고 가속페

달을 최 로 밟은 상태에서 악셀페달을 끝까지 밟아

주어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다.

6. 상기 5항 상태에서 엔진 크랭킹을 시켜 측정 게이지

눈금의 최 치를 읽는다. 

� 측정값이 규정값 또는 사용한계치를 만족해야하

며 실린더간 측정값 차이는 1.0 kg/㎠ 이하임

� 측정시에는 반드시 측정 게이지와 스파크플러그

홀사이의 기 이 유지되어야 함

7. 점검후 게이지를 분리하고 탈거부품을 장착한다.

엔진 오일압력 점검

엔진 오일압력을 점검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교환 또는 수리한다. :

� 엔진오일의 규정량 주입 여부

� 엔진오일의 변색 또는 열화, 누유 여부

다음의 순서 로 엔진 압축압력을 점검한다. :

1. 엔진오일을 배출시킨다. (단원2A. 고장진단 주요 점

검/조정의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교환 내용참조)

2. 배선을 분리하고 실린더블럭에서 오일압력 스위치ⓑ

를 풀어 탈거한다.

3. 오일압력 스위치 장착홀에 오일압력측정 게이지ⓒ를

장착한다. 

4. 엔진시동을 걸어 엔진이 정상작동온도(냉각수온도

80�90℃)에 도달되도록 한다.

5. 정상작동온도에 도달되면 엔진회전수를 2,000rpm

으로 상승시켜 오일압력을 측정한다.

6. 점검이 끝나면 오일압력 스위치 나사부에 록타이트를

도포하여 오일압력 스위치를 규정토오크(120�160

Kg∙cm)로 조여 장착한다.

7. 엔진을 구동시켜 오일압력 스위치에서 오일이 누출되

는 지를 확인한다.

밸브간극 점검/조정

다음의 순서 로 밸브간극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

a

M5A52B55

c

b

D102B302

규정값 사용한계치

12.5 12~13

압축압력-400rpm시

(Kg/cm2)

항목 규정값

오일압력-2,000rpm시 (Kg/cm2) 2.5~3.0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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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 어셈블리와 실린더헤드 커버

에 부착된 관련부품을 탈거한다. 

2. 실린더헤드 커버 육각렌치 볼트(6개)를 풀어 커버를

탈거한다.

3. 17mm 소켓을 사용하여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켜 1

번실린더를 압축상사점에 위치시킨다. 

(캠샤프트 스프로켓 노치ⓓ와 타이밍벨트 리어커버

삼각형 포인터ⓔ가 일치되고, 크랭크샤프트 스프로

켓 점ⓕ와 오일펌프 하우징 포인터ⓖ가 일치된 상태

가 1번실린더가 압축상사점에 위치한 상태임)

4. 1번실린더 압축상사점에 해당되는 밸브의 간극을 측

정한다.

5. 1번실린더 압축상사점시의 밸브간극 측정이 끝나면

17mm 소켓을 사용하여 크랭크샤프트를 360�회전

시켜 1번실린더를 배기상사점에 위치시킨다. 

(캠샤프트 스프로켓 점ⓗ와 타이밍벨트 리어커버 삼

각형 포인터ⓔ가 일치된 상태가 1번실린더가 배기상

사점에 위치한 상태임)

6. 1번실린더 배기상사점에 해당되는 밸브의 간극을 측

정한다.

� 각실린더의 압축/배기 상사점에 해당되는 밸브의

간극ⓘ을 측정할 때는 시크니스 게이지ⓙ를 사용

한다. 

7. 각실린더마다의 밸브간극 측정치는 규정값을 만족해

실린더별 밸브간극 1번 2번 3번
측정조건 실린더 실린더 실린더

1번실린더 흡기측 측정 측정

압축상사점시 배기측 측정 측정

실린더별 밸브간극 1번 2번 3번
측정조건 실린더 실린더 실린더

1번실린더 흡기측 측정

배기상사점시 배기측 측정e

g
d

D102B303

f

H

YU

YU

e

h

D102B304

H

YU

61
D

i

D102B305

D102B306

j



단원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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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고 규정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밸브 간극

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주 : 엔진 온간시에 밸브간극을 점검조정할 경우에

는 냉각팬이 회전할 때까지 엔진을 구동시킨 후 엔

진을 정지시킨 다음 20�30분 사이에 점검 또는

조정작업을 실시한다.

8. 밸브간극을 조정할 시에는 조정너트ⓚ를 풀어 조정

로드ⓛ를 필요량 만큼 조이거나 풀어준다.

점화시기 점검/조정

다음의 순서 로 점화시기를 점검조정한다. :

1. 엔진시동을 걸어 엔진이 정상작동온도(냉각수온도

80�90℃)에 도달되도록 한다.

2. 전기부하를 줄 수 있는 각종 악세서리 램프류와 오디

오 장치를 OFF시키고,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둔

다.

3. 로브박스 하단부에 위치한 고장진단(ALDL) 컨넥

터의 A단자와 C단자에 점퍼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스캐너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ALDL 컨넥터에

스캐너ⓝ를 연결한다.

4. 1번실린더 하이텐션 케이블에 타이밍 라이트ⓞ를 연

결하고 타이밍 라이트를 크랭크샤프트 풀리상의 노

치에 비춰 점화시기가 규정값을 만족하는지를 점검

한다. 

주 : 타이밍 라이트를 비췄을 때 크랭크샤프트 풀리

상의 노치ⓟ가 타이밍벨트 하부 프론트 커버상의

타이밍 확인용 막 눈금 10표시ⓠ와 일치된 상태가

10�BTDC인 상태임

항목 규정값

흡기측 0.15±0.02

배기측 0.32±0.02

흡기측 0.25±0.02

배기측 0.42±0.02

밸브간극

(mm)

엔진 냉간시

엔진 온간시

k

D102B307

l

n
m

AC

D102B308

항목 규정값

점화시기-950rpm시 10�BTDC

D102B309

o

D102B310

q

p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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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화시기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디스트

리뷰터 볼트ⓡ(2개)를 풀어 디스트리뷰터ⓢ를 좌우로

회전시켜 주면서 점화시기를 규정값으로 조정한다.

밸브타이밍 점검/조정

캠샤프트나 크랭크샤프트가 회전될 수 있는 작업, 즉 실

린더헤드, 오일펌프 및 워터펌프등을 교환하는 작업을 실

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이밍벨트를 장착하기 전에 엔진

정상작동을 위해 밸브타이밍을 셋팅시켜야 한다. (이는

엔진 4행정의 정상작동을 위해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의 작동 포인트가 일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의 순서 로 밸브타이밍을 점검조정한다. :

밸브타이밍 점검

1. 우측 헤드램프를 탈거한 다음, 볼트ⓐ(4개)를 풀어

타이밍벨트 프론트 상부커버ⓑ를 탈거한다.

2. 크랭크샤프트를 시계방향으로 2회전 정도 돌려주면

서 크랭크샤프트 풀리ⓒ상의 노치부위ⓓ를 타이밍벨

트 프론트 하부커버상의 타이밍 확인용 막 눈금의

0 표시ⓔ에 일치시킨다.

3. 이때 캠샤프트 스프로켓상의 61D 표시 반 쪽 노치

ⓕ가 타이밍벨트 리어커버상의 삼각형 포인터ⓖ에

일치되는 지를 확인한다.

주 : 노치ⓕ와 포인터ⓖ가 일치되어야 밸브타이밍이

정상적으로 셋팅된 상태임

밸브타이밍 조정(셋팅)

1. 볼트를 풀어 타이밍벨트 풀리ⓒ를 탈거한다. 

(볼트 탈거시에는 드라이버를 변속기 하우징 하부홀

ⓗ에 끼워 탈거하거나 특수공구를 이용하여 탈거함)

rr

s

D102B311

a b

D102B312

c

D102B313
c

e

d

D102B314

g

f



단원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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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트를 풀어 오일레벨 게이지 가이드튜브ⓘ를 탈거하

고 볼트(3개)를 풀어 타이밍벨트 프론트 하부커버ⓙ

를 탈거한다.

3. 볼트를 풀어 타이밍벨트 텐셔너ⓚ를 탈거하고 타이밍

벨트ⓛ를 탈거한다.

4. 볼트를 이용하여 크랭크샤프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크랭크샤프트 스프로켓상의 점마크ⓜ를 오일펌프 하

우징상의 포인터ⓝ에 일치시키고 캠샤프트를 돌려

61D 표시 반 쪽 노치ⓕ를 포인터ⓖ에 일치시킨다.

5. 타이밍벨트ⓛ를 장착하고 텐셔너ⓚ를 장착한 다음

(이때 텐셔너 볼트를 완전히 조이지 않음), 크랭크샤

프트를 시계방향으로 2회전 정도 돌려주면서 점마크

ⓜ가 포인터ⓝ에 정렬되도록 하고 이상태에서 텐셔

너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6. 탈거했던 모든 부품을 장착한다. 

D102B315

c

h

j i

D102B316

l

D102B317

k

n

m

YU

g

f

D102B318

150~230Kg•cm

n

m

D102B319

YU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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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품도

실린더헤드

26

25

29

30

28

27

22

21

31

23
24

5

2 

7 
8 

9 

10 

11 

12 

19 

1 

33 

 3

 4

 13
 14

 15

 16

 17

 18

 32

 6

20

D102B401

1. 실린더헤드

2. 오일필러 캡

3. 실린더헤드 커버

4. 실린더헤드 커버 가스켓

5. 브리더 플레이트

6. 실린더헤드 볼트

7. 밸브코터 (흡기측)

8. 밸브스프링 리테이너 (흡기측)

9. 밸브스템 오일씰 (흡기측)

10. 밸브스프링 (흡기측)

11. 밸브스프링 시트 (흡기측)

12. 흡기밸브

13. 밸브코터 (배기측)

14. 밸브스프링 리테이너 (배기측)

15. 밸브스템 오일씰 (배기측)

16. 밸브스프링 (배기측)

17. 밸브스프링 시트 (배기측)

18. 배기밸브

19. 밸브가이드

20. 플러그

21. 로커암샤프트 (흡기측)

22. 로커암샤프트 (배기측)

23. 로커암 (흡기측)

24. 로커암 스프링 (흡기측)

25. 로커암 (배기측)

26. 로커암 스프링 (배기측)

27.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가스켓

28.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29. 캠샤프트

30. 캠샤프트 플레이트

31. 캠샤프트 프론트 오일씰

32. 실린더헤드 가스켓

33. 다울핀



단원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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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블럭

31 

33 

3 
2 

7 

27
26

28

16

15

14

13

1

12

18

21
20

 22

 9

 8
 6

 30

11 

10

23 25

29

17

D102B402

 24

45

32

19

1. 실린더블럭

2. 피스톤 링 세트

3. 피스톤

4. 피스톤 핀

5. 써클립

6. 컨넥팅로드

7. 컨넥팅로드 베어링

8. 오일레벨 게이지

9. 오일레벨 게이지 가이드 튜브

10. 오일압력 스위치

11.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캡 볼트

12. 실린더블럭 부동액 플러그

13. 클러치 하우징 상부 플레이트

14. 클러치 하우징 하부 플레이트

15. 플레이트

16. 오일필터 스터드

17. 오일필터

18. 오일펌프 어셈블리

19. 오일펌프 가스켓

20. 오일펌프 로터

21. 오일펌프 로터 플레이트

22. 오일펌프 릴리프 밸브 어셈블리

23. 크랭크샤프트

24.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25. 크랭크샤프트 스러스트 베어링

26. 변속기 입력샤프트 베어링

27.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28.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하우징 가스켓

29.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하우징

30. 플라이 휠

31. 오일팬

32. 오일팬 드레인 플러그

33. 오일펌프 스트레이너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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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배기매니폴드 및 공기흡입 시스템

 13

17

22

19

20

18

15

16

21

23

 14

1

6

4

8

7

12

9

5

EGR

3

2

10

9
11

EGR

THROTTLE

23

26

27

28
25

29

24

M5A52B01

1. 흡기매니폴드
2. 스터드 볼트
3. 흡기매니폴드 가스켓
4. 흡기매니폴드 너트
5. 스로틀 바디 가스켓
6. 흡기 매니폴드 프런트 브라켓
7. 이지알 파이프
8. 이지알 밸브 어댑터
9. 솔레노이드 밸브

10. 이지알 모듈레이터 어셈블리

11. 이지알 솔레노이드 밸브 어셈블리
12. 흡기 매니폴드 리어 브라켓
13. 스로틀 바디 어셈블리
14. 에어 아웃렛 호스
15. 에어클리너 어셈블리
16. 공기온도(MAT) 센서
17. 에어클리너 상부 하우징
18.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19. 에어클리너 하부 하우징
20. 에어클리너 마운트 브라켓

21. 레조네이터
22. 스노클
23. 배기매니폴드
24. 배기매니폴드 가스켓
25. 산소(O2) 센서
26. 팝 컨버터 가스켓
27. 카탈리스트 컨버터
28. 배기 매니폴드 프로텍터 쉴드
29. 팝컨버터 프로텍터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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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벨트 및 엔진 마운트

M5A52B02

19
20

21

16
18

7

1514

12

13

17

22

23

6

1
2 

5 

25 

10 

11 

 9

 24

 4
 8

3

CVT

7

A-TYPE B-TYPE
7

B-TYPE

MT

7

8

B-TYPE

1. 엔진 마운트 댐핑블럭

2.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3. 엔진 마운트 브레이스 브라켓

4. 엔진 마운트 상부브라켓

5. 엔진 마운트 하부브라켓

6. 엔진 마운트 리엑션 로드

7. 변속기 마운트 브라켓

8. 변속기 마운트 댐핑블럭

9. 엔진 아이

10. 타이밍벨트 상부 프론트 커버

11. 타이밍벨트 하부 프론트 커버

12. 캠샤프트 스프로켓 기어

13. 캠샤프트 스프로켓 기어 볼트

14. 타이밍벨트 리어커버

15. 캠샤프트 프론트 오일씰

16. 가스켓

17. 타이밍벨트 텐셔너

18. 텐셔너 스프링

19. 크랭크샤프트 스프로켓 기어

20. 크랭크샤프트 프론트 오일씰

21. 타이밍벨트

22. 크랭크샤프트 풀리

23. 크랭크샤프트 풀리 볼트

24. 엔진 마운트 프론트 댐핑부시

25. 엔진 마운트 프론트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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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D102B501

3

a

3

1
2

D102B502

1
2

ba
D102B503

b50~70Kg•cm

a 70~90Kg•cm

D102B504

실차정비

에어클리너 어셈블리

� 탈거순서

1. 에어클리너 하우징에서 배선컨넥터와 튜브를 분리한다.

① 클립(화살표)을 누르면서 공기온도센서 배선컨넥터

를 빼낸다.

② 클램프를 푼다.

③ 공기흡입튜브를 분리한다. 

2.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① 스노클 볼트를 푼다.

② 에어클리너 하우징 너트를 푼다. 

③ 브라켓ⓐ에서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

블리를 탈거한다.

3.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블리를 분리한다.

① 후크부위ⓐ를 눌러 레조네이터에서 스노클을 분리

한다.

② 후크부위ⓑ를 눌러 에어클리너 하우징에서 레조네

이터를 분리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볼트/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스노클 볼트

ⓑ 에어클리너 하우징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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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B505

3

1

2

D102B506

a

b

11

13

22

14
 D102B507

1

D102B508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 탈거순서

1. 에어클리너 엘리먼트를 탈거한다.

① 클립을 제낀다.

② 공기흡입튜브 및 공기온도센서 배선컨넥터가 연결

된 상태로 상부 하우징을 탈거한다.

③ 에어클리너 엘리먼트를 탈거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에어클리너 하부 하우징에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를 장착한 다음, 상부 하우징 뒷쪽의 취부고리ⓐ가

하부 하우징 안착홈ⓑ에 확실히 끼워지도록, 상부 하

우징을 장착하고 클립을 잠근다.

P.C.V 호스 및 밸브

� 탈거순서

1. P.C.V 호스를 탈거한다.

① 공기흡입튜브에서 호스를 분리한다.

② 실린더헤드 커버에서 호스를 분리한다.

③ 흡기매니폴드 하부에서 호스를 분리한다.

④ 밸브가 장착된 상태로 P.C.V 호스를 탈거한다.

2. P.C.V 밸브를 탈거한다.

① 탈거된 호스에서 P.C.V 밸브를 탈거한다.

� 호스에 해 균열, 부풀음 또는 기타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P.C.V 밸브 오리피스부에 해 손상 여부를 점검

한다. (밸브를 입으로 불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만 통해야 함)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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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M5A52B99

M5A52B04

3

1

2

흡기매니폴드

� 탈거순서

1. 엔진시동을 연료시스템상의 연료압력을 해제시킨다.

(단원2F. 실차정비 연료펌프 내용참조)

2.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한다.

3.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에어클리너 어셈블리 내용참조)

4. 라디에이터 하부호스�를 분리하여 냉각수를 빼낸다. 

(단원2D. 실차정비 냉각수 배출 및 보충 내용참조)

5. 스로틀 바디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단원2F. 실차정비 스로틀 바디 내용참조)

6. P.C.V 호스 및 밸브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7. EGR 밸브를 탈거한다. 

(단원2F. 실차정비 EGR밸브 내용참조)

8. 로크너트 ⓐ를 풀어 스로틀 케이블을 분리한다. 

9. MAP센서 진공호스ⓑ를 분리한다.

10. 캐니스터 솔레노이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11. 캐니스터 솔레노이드 호스ⓓ를 분리한다.

12. 캐니스터ⓔ 솔레노이드를 분리한다.

13.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를 분리한다.

14. 냉각수 호스ⓖ를 분리한다.

15. 연료분배레일ⓗⓘ를 탈거한다.

(단원2F. 실차정비내용 참조)

16. 흡기매니폴드 보조브라켓을 탈거한다. 

① 상부 볼트를 푼다.

② 하부 너트를 푼다.

③ 보조브라켓을 탈거한다.

b

a

D102B509

M5A52B03

b
a

c

g

e

d
f



단원 2B

2B - 24

1

M5A52B06

a

M5A52B07

b
a

c
g

e

d
f

2

1

D102B513

1

2

D102B515

a 150~190Kg•cm

1

26
8

9
7

3
4

5

150~190Kg•cm

11. 흡기매니폴드를 탈거한다. 

① 너트(8개)를 푼다.

② 실린더헤드에서 흡기매니폴드를 탈거한다. 

12. 흡기매니폴드 가스켓을 탈거한다. 

① 탈거된 흡기매니폴드에서 가스켓을 탈거한다. 

주 : 가스켓을 탈거할 때는 가스켓 상단 좌측의

꼭지부ⓐ를 잡아 당기면서 조심스럽게 탈거한다. 

� 가스켓에 해 균열, 경화, 부풀음 또는 기타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 흡기매니폴드에 가스켓을 장착할 때는 매니폴드 가

스켓 장착홈에 가스켓이 고르게 배열 삽입되도록

장착한다.

2. 그림의 순서 로 너트(8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여주어

실린더헤드에 흡기매니폴드를 장착한다.

주 : 너트(8개)를 조이기 전에 흡기매니폴드 보조브

라켓 너트ⓐ(1개)를 먼저 조인다.

3. 인젝터 레일 및 각종 케이블, 배선 커넥터, 및 진공호

스를 장착한다.



SOHC 엔진

2B - 25

M5A52B51

3

4

2

1

D102B517

1

2

21
D102G501

D102B519b 80~120Kg•cm

170~270Kg•cma

1

2
3

4
5

6

7

배기매니폴드

주의 : 구성부품이 충분히 냉각된 후에 작업한다.

� 탈거순서

1.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에어클리너 어셈블리 내용참조)

2. 하이텐션 케이블과 산소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① 케이블(3개)를 분리한다.

②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3. 배기매니폴드에서 프론트 배기 파이프를 분리한다. 

① 너트(3개)를 푼다.

② 가스켓을 탈거하고 파이프를 분리한다.

4. 배기매니폴드 히트시일드 및 배기매니폴드를 탈거한다.

① 볼트(3개)를 푼다.

② 히트시일드를 탈거한다.

③ 팝컨버터 볼트(3개)를 푼다

④ 팝컨버터를 탈거한다.

⑤ 너트(3개) 및 볼트(4개)를 푼다.

⑥ 배기매니폴드를 탈거한다.

⑦ 배기매니폴드 가스켓을 탈거한다.

� 배기매니폴드 가스켓에 해 균열 또는 기타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그림의 순서 로 너트/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배기매니폴드 너트(3개) 및 볼트(4개)

ⓑ 팝컨버터 볼트(3개)

ⓒ 배기매니폴드 히트시일드 볼트(3개)



단원 2B

2B - 26

D102B520
250~350Kg•cm

1 2

D102B521

1

b

a

D102B522

D102B523

1

a

2

3. 프론트 배기파이프 너트(3개 : 배기매니폴드측)를 규

정토오크로 조인다.

타이밍벨트

� 탈거순서

1.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한다.

2. 우측 헤드램프를 탈거한다. 

(단원9D. 실차정비 등화장치의 헤드램프 내용참조)

3. 알터네이터 벨트 및 에어컨/파워 벨트를 탈거한다.

4. 타이밍벨트 프론트 상부커버를 탈거한다.

① 볼트(4개)를 푼다. 

② 커버를 탈거한다.

5. 우측 앞타이어를 탈거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최 한 돌

려둔다. (단원6A. 실차정비 타이어, 휠 및 휠 얼라이

먼트 내용참조)

6. 밸브타이밍 셋팅위치(1번실린더의 압축상사점 위치)로

캠샤프트 및 크랭크샤프트를 정렬시킨다.

① 크랭크샤프트 풀리 볼트를 이용하여 크랭크샤프트

를 시켜방향으로 2회전 정도 돌려주면서 캠샤프트

스프로켓상의 61D 표시 반 쪽 노치ⓐ를 타이밍벨

트 리어커버상의 삼각형 포인터ⓑ에 일치시킨다.

7. 크랭크샤프트 풀리를 탈거한다.

① 크랭크샤프트 풀리 볼트를 푼다.

� 볼트 탈거시에는 드라이버를 변속기 하우징 홀

ⓐ에 끼워 탈거하거나 특수공구를 이용하여 탈

거한다. 

② 크랭크샤프트에서 풀리를 빼낸다.



SOHC 엔진

2B - 27

4

D102B524

3

2

1

2

D102B525

1

b

a

150~230Kg•cm
D102B526

D102B527

1 90~120Kg•cm290~120Kg•cm

390~120Kg•cm

8. 오일레벨 게이지 가이드 튜브와 타이밍벨트 프론트 하

부커버를 탈거한다.

① 볼트를 푼다.

② 씰과 함께 가이드 튜브를 탈거한다.

③ 볼트(3개)를 푼다.

④ 하부커버를 탈거한다. 

9. 타이밍벨트를 탈거한다.

① 타이밍벨트 텐셔너 볼트를 느슨하게 푼다.

② 타이밍벨트를 탈거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타이밍벨트를 장착하는 과정중에 캠샤프트나 크

랭크샤프트가 회전될 경우에는 반드시 밸브타이밍

셋팅작업을 실시해준다. (단원2A. 고장진단 주요 점

검/조정의 밸브타이밍 조정(셋팅) 내용참조)

2. 타이밍벨트 텐셔너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주 : 볼트를 이용하여 크랭크샤프트를 2회전 정도 돌

려주면서 캠샤프트상의 노치ⓐ와 리어커버상의 포인

터ⓑ가 일치된 상태에서 텐셔너 볼트를 조인다.

3. 각종 볼트/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① 타이밍벨트 프론트 하부커버 볼트(3개)

② 오일레벨 게이지 가이드 튜브 볼트

③ 타이밍벨트 프론트 상부커버 볼트(4개)



단원 2B

2B - 28

D102B528

a

650~750Kg•cm

21
D102G501

D102B529

21

1

2
3

D102B530

4. 크랭크샤프트 풀리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볼트 장착시에는 드라이버를 변속기 하우징 홀ⓐ에

끼워 장착하거나 특수공구를 이용하여 장착한다.

5. 탈거된 기타 부품을 장착한다.

오일팬

� 탈거순서

1. 엔진오일을 배출시킨다. (단원2A. 고장진단 주요 점검

/조정의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교환 내용참조)

2. 배기매니폴드에서 프론트 배기파이프를 분리한다.

① 너트(3개)를 푼다. 

② 가스켓을 탈거하고 파이프를 분리한다.

3. 클러치 하우징 하부 플레이트를 탈거한다.

① 볼트를 푼다.

② 플레이트를 탈거한다. 

4. 오일팬을 탈거한다.

① 너트(2개)와 볼트(14개)를 푼다.

② (-)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오일팬을 탈거한다.

� 오일팬 및 실린더블럭의 접촉면에 남아있는 액상

가스켓의 잔재를 깨끗이 제거한다. 

� 오일팬 볼트를 깨끗이 세척한다. 

� 실린더블럭상의 오일팬 볼트홀을 깨끗하게 한다.



SOHC 엔진

2B - 29

D102B531

a 90~120Kg•cm

b40~70Kg•cm

D102B520
250~350Kg•cm

1

2

D102B532

D102B533

1
2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오일팬 씰링면에 액상가스켓을 도포한 후 5분

이내에 오일팬을 실린더블럭에 장착한다

2. 너트/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오일팬 너트(2개) 및 볼트(14개)

ⓑ 클러치 하우징 하부 플레이트 볼트

3. 프론트 배기파이프 너트(3개 : 배기매니폴드측)를 규

정토오크로 조인다.

오일펌프 어셈블리

� 탈거순서

1.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한다.

2. 타이밍벨트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타이밍벨트 내용참조)

3. 캠샤프트 스프로켓을 탈거한다. 

① 그림과 같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볼트를 푼다.

② 캠샤프트에서 스프로켓을 빼낸다.

4. 타이밍벨트 리어커버를 탈거한다. 

① 볼트(4개)를 푼다.

② 리어커버를 탈거한다.



단원 2B

2B - 30

1

2

D102B534

D102B535

1

4

2

3

b

a1

D102B536

D102B537

a

b

5. 오일팬을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6. 오일펌프 스트레이너를 탈거한다.

① 볼트를 푼다. 

② 씰과 함께 스트레이너를 탈거한다.

7. 크랭크샤프트 스프로켓을 탈거하고 오일펌프 케이스

볼트를 탈거한다.

① 크랭크샤프트에서 스프로켓을 빼낸다.

주의 : 스프로켓 탈거후 크랭크샤프트 끝단부 상단

에 위치한 반달모양의 키이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

의한다.

② 가장 짧은 볼트(4개)를 푼다.

③ 중간 볼트(2개)를 푼다.

④ 가장 긴 볼트(2개)를 푼다.

8. 오일펌프를 탈거한다.

주 : 오일펌프를 탈거하기 전에 에어컨 컴프레서/파

워 스티어링 오일펌프 브라켓을 먼저 탈거한다. (볼

트ⓐ가 오일펌프 케이스에 관통장착된 관계로 브라

켓을 먼저 탈거해야함)

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오일펌프를 제껴 탈거한다.

� 오일펌프 및 실린더블럭의 접촉면에 남아있는 가스

켓의 잔재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 오일펌프에서 크랭크샤프트 프론트 오일씰ⓑ을 빼

내어 오일씰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오일팬 가스켓은 반드시 신품으로 교환하고 크

랭크샤프트 프론트 오일씰이 손상되었으면 신품으로

교환한다.

2. 오일펌프를 장착한 후 크랭크샤프트 프론트 오일씰을

장착할 때는 오일씰 홈부위ⓐ가 오일펌프 케이스 접촉

면ⓑ쪽으로 향하도록 장착한다. 



SOHC 엔진

2B - 31

D102B538

90~120Kg•cm

D102B539

a 90~120Kg•cm

b
c

d

D102B540

500~600Kg•cm

D102B541

a

b

3. 오일펌프 스트레이너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4. 오일펌프 케이스 볼트 및 타이밍벨트 리어커버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가장 짧은 볼트(4개)

ⓑ 중간 볼트(2개)

ⓒ 가장 긴 볼트(2개)

ⓓ 리어커버 볼트(4개)

5. 캠샤프트 스프로켓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6. 탈거된 기타 부품을 장착한다.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 탈거순서

1. 디스트리뷰터를 탈거한다.

(단원2E. 실차정비 내용참조)

2. 엔진 냉각상태에서 냉각수 보조탱크 캡ⓐ을 열고 라디

에이터 하부호스ⓑ를 분리하여 냉각수를 배출시킨다.

(단원2D. 실차정비 냉각수 배출 및 보충 내용참조)



단원 2B

2B - 32

11 a

3

2

D102B542

b

5

4

1

3

4

5

D102B543

2

2

4

13

D102B544

1

1

D102B545DW 150-020

23

3. 하이텐션 케이블 클립 및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① 클립을 빼낸다.

② 계기판 수온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③ 냉각수 온도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④ 아이들 에어 컨트롤 밸브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⑤ 스로틀 포지션 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 P.C.V 호스ⓐ와 스로틀 케이블ⓑ를 그림과 같은

위치로 제껴둔다.

4. 스로틀 바디 인렛 호스 및 아웃렛 호스와 캐니스터 정

화호스를 분리하고, 라디에이터 상부호스 및 히터 인

렛 호스를 분리한다.

① 클램프(2곳)를 제껴 인렛 호스를 탈거한다. 

② 클램프를 제껴 아웃렛 호스를 분리한다.

③ 정화호스를 분리한다.

④ 클램프를 제껴 라디에이터 상부호스를 분리한다.

⑤ 클램프를 제껴 히터 인렛 호스를 분리한다.

5.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을 탈거한다.

① 볼트(2개)를 푼다.

② 너트를 푼다.

③ 볼트(1개)와 배선 클립을 탈거한다.

④ 화살표 방향으로 메인브라켓을 탈거한다.

6.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및 가스켓을 탈거한다.

① 볼트를 푼다.

② 너트(3개)를 푼다.

주 : 공간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디스트리뷰터 케

이스 하부쪽 너트(2개)를 탈거할 때는 특수공구를

사용한다.

③ 가스켓과 디스트리뷰터 케이스를 탈거한다.



SOHC 엔진

2B - 33

2

1

D102B546

34

D102B547

a 90~120Kg•cm

d b90~120Kg•cm

c180~220Kg•cm

7. 디스트리뷰터 케이스에서 센서(2개)와 서모스탯 및 하

우징을 탈거한다.

① 계기판 수온센서를 풀어 탈거한다.

② 냉각수 온도센서를 풀어 탈거한다.

③ 볼트(2개)를 푼다

④ 서모스탯 하우징을 탈거한다. 

� 가스켓이 끼워진 상태로 서모스탯을 탈거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가스켓이 손상되었으면 반

드시 신품으로 교환한다.

2. 각종 너트 및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너트(3개)/볼트(1개)

ⓑ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 볼트(2개:10M)

ⓒ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 볼트(1개:12M)

ⓓ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 너트(1개)

실린더헤드 어셈블리

� 탈거순서

1. 엔진시동을 연료시스템상의 연료압력을 해제시킨다.

(단원2F. 실차정비 연료펌프 내용참조)

2.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한다.

3.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에어클리너 어셈블리 내용참조)

4. 엔진 냉각상태에서 냉각수 보조탱크 캡ⓐ를 열고 라디

에이터 하부호스ⓑ를 분리하여 냉각수를 배출시킨다. 

(단원2D. 실차정비 냉각수 배출 및 보충 내용참조)

5. 각종케이블, 배선 컨넥터 및 호스를 분리한다. 

(단원2B-23 실차정비 내용참조)

D102B541

a

b

a
bc

g

e

d
f

M5A52B08



단원 2B

2B - 34

M5A52B09

3

1

2

D102B551

1

2

3

4

6. 흡기매니폴드 보조브라켓을 탈거한다.

(단원2B-23 실차정비 내용참조)

7. 하이텐션 케이블을 탈거하고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① 스파크플러그 및 디스트리뷰터 캡에서 하이텐션 케

이블을 탈거한다.

② 계기판 수온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③ 냉각수 온도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④ 산소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⑤ 아이들 에어 컨트롤 밸브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⑥ 스로틀 포지션 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⑦ 연료인젝터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 디스트리뷰터 옵티컬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 분리된 배선 및 호스를 한쪽으로 정리해둔다.

8. 각종 냉각수 호스와 진공호스를 분리한다.

① 스로틀 바디 아웃렛 호스를 분리한다.

② 캐니스터 정화호스를 분리한다.

③ 라디에이터 상부호스를 분리한다.

④ 히터 인렛 호스를 분리한다.

D102B549

1

3

2 4

6

5

D102B550

7



SOHC 엔진

2B - 35

1

2

D102B532

2

1

4

D102B552

3

D102B553

2

3 1

a1b 2

D102B554

9. 타이밍벨트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10. 캠샤프트 스프로켓을 탈거한다. 

① 그림과 같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볼트를 푼다.

② 캠샤프트에서 스프로켓을 빼낸다.

11. 타이밍벨트 리어커버를 탈거하고 배기매니폴드에서

프론트 배기파이프를 분리한다.

① 볼트(4개)를 푼다. 

② 리어커버를 탈거한다.

③ 너트(3개)를 푼다.

④ 가스켓을 탈거하고 파이프를 분리한다.

12. MAP센서 진공호스와 P.C.V 호스 및 밸브를 탈거한다.

① MAP센서 진공호스를 탈거한다.

② P.C.V 호스 및 밸브를 탈거한다.

③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오일필러 캡을 탈거해둔다.

13. 실린더헤드 커버를 탈거한다.

① 실린더헤드 커버 육각렌치 볼트(6개)를 푼다. 

� 볼트ⓐ(1개)를 풀기 위해서는 보조브라켓ⓑ을 먼저

탈거한다.

② 가스켓과 함께 실린더헤드 커버를 탈거한다.

� 고무햄머로 커버 모서리 부위를 두들겨 주면서 실

린더헤드에서 커버를 분리한다.



단원 2B

2B - 36

 850~900kg•cm

D102B557

3 5

8
4

2
6

7
1

D102B558

 90~120kg•cm

14. 실린더헤드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① 그림의 순서 로 실린더헤드 볼트(6개)를 푼다. 

② 드라이버로 실린더헤드를 제낀다. 

③ 흡배기매니폴드, 스로틀 바디 및 디스트리뷰터 케

이스가 장착된 상태로 실린더블럭에서 가스켓과

함께 실린더헤드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실린더헤

드의 부착부품 및 내부 구성부품에 한 탈장착 및

분해조립에 해서는 본단원. 단품수리 실린더헤

드 구성부품 내용을 참조함)

� 실린더헤드 가스켓에 해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실린더헤드 및 블럭의 접촉면과 실린더헤드 볼트를

깨끗하게 해준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주 : 실린더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으면 반드시 신품

으로 교환한다.

2. 그림의 순서 로 실린더헤드 볼트(8개)를 규정토오크

로 조인다.

3. 실린더헤드 커버 육각렌치 볼트(6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1

D102B555

3
5

7
1

2 8 6 4

D102B556

3
2



SOHC 엔진

2B - 37

DW 110-020

b

a

D103B504

2

D102B561

1

4. 탈거된 부품들의 볼트/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① 프론트 배기파이프 너트 (3개 : 배기매니폴드측)

② 타이밍벨트 리어커버 볼트 (4개)

③ 캠샤프트 스프로켓 볼트

엔진 마운트 우측 댐핑블럭

� 탈거순서

1. 특수공구를 엔진을 지지한다.

� 카울판넬 웨더스트립을 탈거한다.

� 배기매니폴드 히트시일드를 탈거한 다음 특수공구

(엔진 픽스쳐)를 카울판넬 및 프론트 어퍼판넬 중

앙부에 장착한다.

� 배기매니폴드 3번측 볼트ⓐ를 풀고 특수공구 조인

트ⓑ 부위를 장착한후 볼트로 조인다.

2. 냉각수 보조탱크를 탈거한다.

(단원2D. 실차정비 내용참조)

3. 우측 헤드램프를 탈거한다. 

(단원9D. 실차정비 등화장치의 헤드램프 내용참조)

4. 차량 밑쪽과 윗쪽에서 인텀브라켓 너트(2개)를 푼다.

①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 (1개 : 밑쪽)

②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 (1개 : 윗쪽)

250~350Kg•cm
D102B559

2 90~120Kg•cm

1

D102B560

3500~600Kg•cm



단원 2B

2B - 38

1

2

D102B562
1

1

3

2

D102B563

a

5. 인텀브라켓이 연결된 상태로 엔진 마운트 우측 댐핑블

럭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① 볼트(3개)를 푼다. 

주 : 특수공구(엔진 픽스쳐)를 상하로 약간씩 조정

해 주면서 볼트를 푼다. 

주의 : 특수공구의 조정작업없이 볼트를 풀게되면

엔진하중에 의한 마운트 이동으로 볼트 및 용접너

트의 나사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② 휠하우스와 엔진 마운트 상부브라켓에서 엔진 마운

트 우측 댐핑블럭 어셈블리를 빼낸다.

6. 엔진 마운트 우측 댐핑블럭 어셈블리와 인텀브라켓을

분리한다.

① 인텀브라켓 부위를 바이스에 물린다.

② 인텀브라켓 볼트(댐핑블럭측)를 푼다.

③ 인텀브라켓에서 엔진 마운트 우측 댐핑블럭 어셈블

리를 분리한다.

� 댐핑블럭ⓐ에 해 균열, 경화 또는 기타손상 여부

를 점검한다.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각종 볼트/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① 인텀브라켓 볼트 (댐핑블럭측)

② 엔진 마운트 우측 댐핑블럭 볼트 (3개)

③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 (밑쪽)

④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 (윗쪽)

1

2

D102B564

450~550Kg•cm

720~880Kg•cm

D102B565
4600~700Kg•cm

3 600~700Kg•cm



SOHC 엔진

2B - 39

엔진 마운트 프론트 댐핑부시

� 탈거순서

1.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디에이터 하부호스ⓐ 및

파워 스티어링 호스ⓑ를 제껴둔다.

(단원2F. 실차정비 연료펌프 내용참조)

2. 볼트/너트를 푼다.

①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너트(브라켓측)

②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3개:크로스멤버측)

③ 프론트 브라켓 볼트(3개:실린더블럭츠측)

3. 프론트 브라켓과 함께 엔진 마운트 프론트 댐핑부시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 댐핑부시ⓐ와 프론트 브라켓ⓑ을 동시에 좌측으로

기울인다.(그림참조)

� 차량 아랫방향으로 프론트 브라켓과 댐핑부시를 빼

낸다.

4. 엔진 마운트 댐핑부시 어셈블리ⓐ에 해 균열, 경화

또는 기타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D102B597

2

a

b

1

D102B598

3

D102B599

a

b

D102B600

a



단원 2B

2B - 40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2. 각종 볼트/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① 프론트 브라켓 볼트 (3개:실린더블럭측) 

②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 (3개:크로스멤버측) 

③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너트 (브라켓측)

엔진 어셈블리

� 탈거순서

� 에어컨 장착차량 : 에어컨 가스를 회수한다.

� 파워 스티어링 장착차량 :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배출시

킨다. 

(단원5C. 고장진단 주요 점검/조정 내용참조)

1. 엔진시동을 연료시스템상의 연료압력을 해제시킨다.

(단원2F. 실차정비 연료펌프 내용참조)

2. 배터리(-)케이블을 분리한다.

3. 에어클리너/레조네이터/스노클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에어클리너 어셈블리 내용참조)

4. 라디에이터 하부호스ⓑ를 분리하여 냉각수를 빼낸다. 

(단원2D. 실차정비 냉각수 배출 및 보충 내용참조)

5. 연료분배레일에서 연료공급호스ⓒ와 인젝터 배선컨넥

터ⓓ를 분리한다.

D102B601

1350~410Kg•cm

D102B602

3 680~830Kg•cm

2 350~410Kg•cm

2 450~550Kg•cm

a
D102B566

b

D102B567

d

c



SOHC 엔진

2B - 41

M5A52B10

a
bc

g

e

d
f

b

M5A52B56

a

D102B569

2

1 3

5

4

3

1

2

D102B571

6. 각종 케이블, 배선 컨넥터 및 호스를 분리한다.

(2B-23. 실차정비 내용참조)

7.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디스트리뷰터를 탈거한다.

(단원2E. 실차정비 내용참조)

8. 디스트리뷰터 및 스로틀 바디 주변의 배선컨넥터를 분

리한다.

① 계기판 수온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② 냉각수 온도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③ 산소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④ 아이들 에어 컨트롤 밸브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⑤ 스로틀 포지션 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 분리된 배선을 한쪽으로 정리해둔다.

�파워 스티어링 장착차량 : 파워 스티어링 오일탱크ⓐ를

탈거한다. (단원5C. 실차정비 내용참조)

9. 냉각수 보조탱크ⓑ를 탈거한다.

(단원2D. 실차정비 내용참조)

10. 스로틀 바디 아웃렛 호스와 캐니스터 정화호스를 분리

하고, 라디에이터 상부호스 및 히터 인렛 호스를 분리

한다.

① 스로틀 바디 아웃렛 호스를 분리탈거한다.

② 캐니스터 정화호스를 분리하여 캐니스터쪽으로 정

리해둔다.  

③ 라디에이터 상부호스를 분리한다.

④ 히터 인렛 호스를 분리한다.

� 분리된 히터 인렛 호스의 반 쪽은 히터코어와 연

결된 상태로 한쪽으로 정리해둔다.



단원 2B

2B - 42

D102D506

1

2

2

3

3

1

2

D102B571

2

1

3

D102D509

5

D102B572

2

4

1

3

11. 냉각팬을 탈거한다.

①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② 볼트를 푼다.

③ 냉각팬 어셈블리를 윗쪽으로 빼낸다.

12. 라디에이터 호스를 탈거한다. 

① 라디에이터 상부호스를 분리탈거한다.

② 라디에이터 보조호스를 분리탈거한다.

③ 브라켓에서 볼트를 풀어 라디에이터 하부호스를 분

리탈거한다.

13. 라디에이터를 탈거한다.

① 볼트를 푼다.

② 라디에이터 서포트 브라켓을 뻬넨다.

③ 라디에이터를 윗쪽으로 들어낸다.

주 : 라디에이터를 탈거한 후에는 크로스멤버 탈거작

업시의 안전을 위해, 줄을 이용하여 에어컨 컨덴서를

프론트 상부 바에 매달아 둔다. 

� 에어컨 및 파워 스티어링 장착차량 : 주변의 컨넥터

및 파이프/호스를 분리한다. 

① 파워스티어링 오일 압력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②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에서 호스를 분리탈거한다.

③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에서 파이프를 분리한다. 

④ 에어컨 저고압 파이프를 분리한다. 

⑤ 배터리 하부쪽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분리한다.

(분리된 파워 스티어링 파이프/호스는 크로스멤버

탈거시 크로스멤버와 함께 탈거됨)



SOHC 엔진

2B - 43

1

2

3

2
1

4

D103B501

3

D103B502

1
2

1

2

D103B505

23
1

D103B506

14. 셀렉트 및 시프트 케이블을 분리한다.

① 케이블 핀을 뽑아낸다.

② 와셔를 탈거한다.

③ 셀렉트 및 시프트 케이블을 분리한다.

④ 케이블 E-링을 뽑아낸다.

� 케이블을 뒷쪽으로 어내고 케이블 브라켓에서 케

이블을 완전히 분리한다.

15. 엔진배선 밴딩스트랩을 편다. 

16. 변속기 케이스의 접지배선과 후진등 스위치 배선컨넥

터를 분리한다. 

① 접지배선 볼트를 푼다. 

② 접지배선을 분리한다.

③ 후진등 스위치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 오토클러치 장착차량 : 유압펌프 어셈블리 및 기어

포지션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단원3D. 실차정비 내용참조)

17. 변속기 언더커버를 탈거한다.

① 볼트(3개)를 푼다.

② 언더커버를 탈거한다.

18. 변속기 오일을 배출시킨다.

�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풀고 오일을 빼낸다.

19. 클러치 케이블을 분리한다. 

① 케이블 조정너트를 푼다.

② 와이어 클립에서 케이블을 분리한다.

③ 변속기 마운트 홀에서 케이블을 당겨서 뽑는다.

� 오토클러치 장착차량 : 클러치 릴리스 실린더 로드

를 분리한다. (단원3D. 실차정비 내용참조)



단원 2B

2B - 44

D103B507

1

2

41

2

3

D102B573

4

D102B574

2

3

5

1

4

2

1

D102B575

20. 스피도미터 케이블을 분리한다.

① 원형 플레어 너트를 푼다. 

② 케이블을 분리한다.

� 오토클러치 장착차량 : 차량속도센서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단원3D. 실차정비 내용참조)

21. 프론트 배기 파이프를 탈거한다. 

① 너트(3개)를 푼다.

② 가스켓을 탈거하고 파이프를 분리한다.

③ 너트(2개)를 푼다.

④ 프론트 배기 파이프를 탈거한다.

22. 알터네이터 및 스타터 주변의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① 오일압력 스위치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② 알터네이터 B+단자를 분리한다.

③ 알터네이터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④ 스타터 배선컨넥터를 분리한다.

⑤ 배선스트랩을 분리한다.

� 분리된 배선을 한쪽으로 정리해둔다.

23. 워터 인렛캡에서 보조탱크 냉각수 리턴호스와 히터 아

웃렛 호스를 분리한다. 

(그림의 방향은 차량 윗쪽에서 본 것임)

① 보조탱크 냉각수 리턴호스

② 히터 아웃렛 호스를 분리한다.



SOHC 엔진

2B - 45

D104B501

b

a

b
D102B576

a

a

11

D102B577

2

3

D102B603

c

b

a

24. 좌우측 앞타이어를 탈거한다. 

(단원6A. 실차정비 타이어, 휠 및 휠 얼라이먼트 내용

참조)

25. 컨트롤암과 타이로드 엔드를 분리한다.

(단원5B. 실차정비 및 단원6B. 실차정비 내용참조)

ⓐ 컨트롤암 스터드 볼트

ⓑ 타이로드 엔드 캐슬너트

26. 프론트 좌우측 롱지튜디널 멤버 및 스태빌라이저 바를

탈거한다.

(단원6B. 실차정비 프론트 롱지튜디널 멤버 및 스태빌

라이저 바 내용참조)

ⓐ 스태빌라이저 바

ⓑ 프론트 롱지튜디널 멤버

27. 좌우측 드라이브 액슬(휠측 및 디퍼렌셜측)을 분리한다.

� 코킹너트를 푼다. (단원6B. 실차정비 내용참조)

① 허브를 손으로 잡고 축방향으로 당겨서 드라이브

액슬 휠측을 빼낸다.

② 변속기 케이스와 드라이브 액슬 조인트 케이스 사

이에 드라이버를 삽입한다.

③ 지렛원리를 이용하여 휠측을 축방향으로 제끼면서

빼낸다.

주의 : 드라이브 액슬을 빼낼 경우 디퍼렌셜 오일씰

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8. 볼트/너트ⓐ를 풀어 엔진 마운트 프론트 브라켓ⓑ과

댐핑부시 어셈블리ⓒ를 분리한다. 



단원 2B

2B - 46

29. 크로스멤버를 탈거한다. 

(단원6B. 실차정비 내용참조)

� 크로스멤버 상단에 파워 스티어링 호스 일부가 장

착된 상태로 크로스멤버를 탈거한다.

ⓐ 우측 크로스멤버 분리

ⓑ 좌측 크로스멤버 분리

30. 차량 윗쪽에서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1개)를

푼다.

31. 잭에 특수공구ⓑ(엔진/변속기 어셈블리 탈장착 서포

트)를 장착한 다음 특수공구ⓑ를 오일팬을 받친다.

32. 차량 밑쪽에서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1개)를

푼다.

주의 : 너트ⓒ를 풀기전에 반드시 특수공구ⓑ에 오일

팬이 지지되도록 한다.

33. 엔진 마운트 리엑션로드를 탈거한다. 

① 엔진 마운트 하부브라켓에서 볼트/너트를 푼다. 

② 바디브라켓에서 볼트를 푼다.

③ 엔진 마운트 리엑션로드를 빼낸다. 

a

a

D102B578

b

b

1

3

2

D102B581

a

D102B579

c

D102B580

b



SOHC 엔진

2B - 47

34. 변속기 마운트 볼트ⓐ를 풀어 마운트를 분리한다.

35. 차량에서 엔진 및 변속기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① 잭을 서서히 내린다.

② 차량에서 밑쪽으로 엔진 및 변속기 어셈블리를 탈

거한다.

36. 탈거된 엔진 및 변속기 어셈블리에서 변속기를 분리한

다. (단원3B. 실차정비 수동변속기 어셈블리의 일부

내용참조)

37. 엔진 어셈블리에 부착된 일부부품을 탈거한다. 

(본단원. 단품수리 실린더헤드 구성부품 및 실린더블

럭 구성부품 내용참조) 

a

D102B582

D102B583

22

11

D102B584



단원 2B

2B - 48

▣ 장착순서

1.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한다. 

� 엔진 어셈블리에서 탈거된 일부부품을 장착한다. 

(본단원. 단품수리 실린더헤드 구성부품 및 실린더

블럭 구성부품 내용참조) 

� 엔진 어셈블리에 변속기 어셈블리를 연결한다.

(단원3B. 실차정비 수동변속기 어셈블리의 일부

내용참조)

2. 주요 볼트/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변속기 마운트 볼트

ⓑ 리엑션 로드 볼트 (바디브라켓측)

ⓒ 리엑션 로드 볼트/너트 (하부브라켓측)

ⓓ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 (밑쪽)

특수공구(변속기 스탠드)를 제거함

ⓔ 엔진 마운트 인텀브라켓 너트 (윗쪽)

ⓕ 우측 크로스멤버 리어/사이드 볼트 (3개)

ⓖ 좌측 크로스멤버 리어/사이드 볼트 (3개)

ⓗ 프론트 브라켓 볼트(3개:실린더 블럭측)

b 680-830Kg•cm

c 680-830Kg•cm

450~550Kg•cma

D102B585

D102B586
e600~700Kg•cm

d 600~700Kg•cm

D102B587

g170~270Kg•cm

f 170~270Kg•cm

D102B604

h350~410Kg•cm



SOHC 엔진

2B - 49

ⓘ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3개:크로스멤버측)

ⓙ 프론트 댐핑부시 볼트/너트(브라켓측)

ⓚ 스태빌라이저 바 캐슬너트

ⓛ 스태빌라이저 바 마운팅 볼트

ⓜ 프론트 롱지튜디널 멤버 볼트

ⓝ 프론트 롱지튜디널 멤버 너트

ⓞ 컨트롤암 스터드 너트

ⓟ 타이로드 엔드 캐슬너트

D102B605

j 680~830Kg•cm

i 350~410Kg•cm

i 450~550Kg•cm

D102B588

l 330~530Kg•cm

k400~500Kg•cm

100~140Kg•cmm

D102B589

n600~800Kg•cm

350~550kg•cmp

500~700Kg•cm o
D102B590



단원 2B

2B - 50

ⓠ 프론트 배기파이프 너트 (2개 : 머플러 파이프측)

ⓡ 프론트 배기파이프 너트 (3개 : 배기매니폴드측)

ⓢ 변속기 언더커버 볼트 (3개)

ⓣ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 파이프(펌프쪽) 너트

ⓤ 파워 스티어링 오일 압력 파이프(펌프쪽) 핏팅

ⓥ 에어컨 저고압 파이프 볼트

250~350Kg•cmr

 250~350Kg•cm
D102B591

q 250~350Kg•cm

D102B592

350~550Kg•cms

D102B593

u 210~350Kg•cm

t360~500Kg•cm

D102B594

v 230Kg•cm



SOHC 엔진

2B - 51

ⓦ 라디에이터 볼트

ⓧ 냉각팬 볼트

ⓨ 디스트리뷰터 볼트

ⓩ 에어클리너 너트

ⓐ 스노클 볼트

3. 에어컨 저고압 파이프 O링씰, 셀렉트/시프트 케이블

의 핀/와셔/E-링, 타이로드 엔드 캐슬너트 코터 핀,

스태빌라이저 바 캐슬너트 코터 핀등에 해 망실 여

부를 점검한다. 

4. 장착작업이 완료되면 변속기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

일 및 냉각수를 주입한다.

5. 연료분배레일에 연료공급호스가 확실히 연결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6. 각종 배선컨넥터가 확실히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리어 시트밑 연료펌프 배선컨넥터와 배터리(-)케이블

을 연결한다.

8. 엔진전자제어 유니트(ECU) 및 오토클러치 컨트롤 모

듈(ACM)에 해 리셋팅 작업을 실시한다.

(단원2F. 고장진단 및 단원3D. 고장진단 내용참조)

9. 엔진시동을 걸어 엔진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10. 에어컨 가스를 주입하고 각종 오일 및 냉각수의 수준

을 점검한다. 

11. 최종적으로 각종 진공호스, 냉각수 호스, 배기파이프,

에어컨/파워 스티어링 파이프 및 호스등의 연결부위

에서 누설, 누수 및 누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각종 배선컨넥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D102B595

x 40~50Kg•cmw 40~50Kg•cm

y100~160Kg•cm

z50~70Kg•cm

a 70~90Kg•cm

D102B596



단원 2B

2B - 52

2

1

D102B701

4
5

D102B702

3

7

6

D102B703

11

9

8

12

10

D102B704

단품수리

� 차량에서 실린더헤드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내용참조)

실린더헤드 구성부품

� 분해순서

1. 작업에 용이하도록 실린더헤드에 장착된 주변부품들

을 탈거한다.

① 볼트(1개) 및 너트(3개)를 푼다

②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을 탈거한다.

③ 볼트(1개) 및 너트(3개)를 푼다.

④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및 디스트리뷰터를 탈거한다.

⑤ 가스켓을 탈거한다.

⑥ 너트(8개)를 푼다.

⑦ 흡기매니폴드를 탈거한다.

� 흡기매니폴드 안쪽면에 장착된 가스켓에 해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⑧ 볼트(3개)를 푼다.

⑨ 배기매니폴드 히트시일드를 탈거한다.

⑩ 너트(3개)와 볼트(4개)를 푼다.

⑪ 배기매니폴드를 탈거한다.

⑫ 배기매니폴드 가스켓을 탈거한다.

� 배기매니폴드 가스켓에 해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실린더헤드에서 스파크플러그를 탈거한다.



SOHC 엔진

2B - 53

4
3

1

2

D102B705

42
1

3

D102B706

1

2

09916-14510

09916-48210

D102B707

2

1

D102B708

2. 로커암샤프트 및 로커암을 탈거한다.

① 볼트(8개)를 푼다. 

② 로커암 스프링을 빼낸다.

③ 한쪽에서 고 반 쪽에서 잡아당겨 주면서 로커암

샤프트를 빼낸다.

④ 로커암샤프트에서 빠지는 로커암을 탈거한다.

3. 캠샤프트를 탈거한다. 

① 스크류를 푼다.

② 캠샤프트 플레이트를 빼낸다.

③ 캠샤프트를 빼낸다.

주의 : 캠샤프트를 빼낼 때 캠샤프트 노브면이

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하우징 홀에서 캠샤프트 프론트 오일씰을 빼낸다.

4. 밸브코터를 탈거한다.

� 특수공구를 설치한다.

① 특수공구로 밸브스프링을 압축시킨다.

② 핀셋으로 밸브코터를 빼낸다.

� 특수공구를 제거한다.

5. 밸브를 탈거한다.

① 밸브스프링 리테이너와 함께 밸브스프링을 탈거한다.

② 밸브를 빼낸다.



단원 2B

2B - 54

2

1

D102B709

 09916-44910

D102B710

6. 밸브스템 오일씰을 탈거한다.

① 드라이버로 제껴 오일씰을 빼낸다.

② 밸브스프링 시트를 탈거한다.

주의 : 일단 탈거된 오일씰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반

드시 신품으로 교환한다.

7. 밸브가이드를 탈거한다.

� 특수공구를 밸브가이드 하단부쪽에 위치시킨다.

� 특수공구로 연소실측에서 밸브스프링 설치방향으

로 밸브가이드를 두들겨 빼낸다.

주의 : 탈거된 밸브가이드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반드

시 신품 오버사이즈로 교환한다.



SOHC 엔진

2B - 55

H

D102B711

D102B712

1

D102B713

a b c d

D102B714

2

� 검사/측정/조정

1. 캠샤프트 캠 마모

� 마이크로 미터로 캠샤프트의 캠 높이를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하이면 캠샤프트를 교환한다.

2. 캠샤프트 굽힘

� 다이얼 게이지로 캠샤프트의 굽힘량을 측정하고 측

정치가 한계치 이하이면 캠샤프트를 교환한다.

3. 캠샤프트 저어널 마모

① 보어게이지로 각 저어널 외경(4개소)을 측정한다.

② 보어게이지로 실린더헤드 저어널의 내경(4개소)을 측

정한다. (측정한 저어널 외경과 저어널부 내경의 차

이가 저어널 틈새가 된다.)

�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캠샤프트(또는 실린더헤

드)를 교환한다.

항목 기준치 한계치

흡기 35.156 35.124

배기 34.814 34.789

항목 한계치

굽힘 한계 (mm) 0.03 이하

항목 기준치 한계치

저어널 틈새 (mm) 0.050�0.091 0.15

기준치 43.450�43.425 43.500�43.516

한계치 43.375 43.525

기준치 43.625�43.650 43.700�43.716

한계치 43.575 43.725

기준치 43.825�43.850 43.900�43.916

한계치 43.775 43.925

기준치 44.025�44.050 44.100�44.116

한계치 43.975 44.125

ⓐ 부위

ⓑ 부위

ⓒ 부위

ⓓ 부위

항목 캠샤프트 실린더헤드

(단위 : mm) 저어널 외경 저어널부 내경

캠 높이 �

(mm)



단원 2B

2B - 56

D102B715

1

2

D102B716

2

1

D102B717

3

a
b

D102B718

4. 로커암 샤프트 휨

� V블럭과 다이얼 게이지로 로커암샤프트의 휨 여부

를 검사한다.

�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로커암샤프트를 교환한다.

5. 로커암과 로커암샤프트간의 틈새

① 마이크로 미터로 로커암샤프트의 외경을 측정한다.

② 보어게이지로 로커암의 내경을 측정한다.

� 측정한 외경과 내경의 차이가 한계치 이상이면 로

커암 또는 로커암샤프트 (또는 필요시 양쪽 모두)

를 교환한다.

6. 밸브스템과 밸브가이드간의 틈새

① 마이크로 미터로 밸브스템의 외경을 측정한다.

② 보어게이지로 밸브가이드의 내경을 측정한다.

(밸브길이 방향으로 1개소 이상 측정함)

�밸브스템과 밸브가이드의 틈새를 측정한다.

③ 보어게이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밸브스템

의 끝단부를 ⓐ,ⓑ방향으로 움직여, 다이얼 게이지

로 유격을 측정한다.

�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밸브스템과 밸브가이드

를 교환한다.

항목 기준치 한계치

0.005�0.040
로커암과 로커암샤프트

간의 틈새(mm)
0.06

항목 기준치 한계치

밸브스템 외경 흡기 5.465�5.480 -

(mm) 배기 5.440�5.455 -

밸브가이드 내경 흡기 5.500�5.512 5.53

(mm) 배기 5.500�5.512 5.53

스템과 가이드간 흡기 0.020�0.047 0.07

의 틈새 (mm) 배기 0.045�0.072 0.09

항목 한계치

밸브끝단부 유격 한계 흡기 0.14

ⓐ↔ⓑ (mm) 배기 0.18

항목 한계치

휨 한계 (mm) 0.10



SOHC 엔진

2B - 57

1

D102B719

2

D102B720

3

D102B721

4

D102B722

7. 밸브

� 밸브에 퇴적된 카본을 제거한다.

� 각 밸브 또는 밸브스템에 해 마모, 소손 또는 굽

힘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상태이면 교환한다.

① 밸브 끝단면 마모

각 밸브의 끝단면의 마모 여부를 점검한다. 밸브

끝단면은 작동시 로커암과 접촉되기 때문에 불균

일하게 마모되는 경우가 있는 데, 필요시에는 끝단

면을 0.5mm 이내로 수정하고 그이상으로 수정될

경우에는 밸브를 교환한다.

② 밸브헤드 회전방향 편차

다이얼 게이지와 V블럭을 이용하여 밸브를 천천히

회전시켜 주면서 회전방향의 편차를 측정한다.

�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밸브를 교환한다.

③ 밸브 접촉폭 점검

밸브와 밸브시트를 깨끗이 청소한 후, 접촉면에 광

명탄을 바르고 밸브를 밸브시트에 눌러 설치하여

밸브를 돌려주면서 맞춤상태를 점검한다.

� 규정폭으로 균일하게 광명탄이 도포되어 있으면 양

호한 상태이다.

④ 밸브시트 수정

밸브시트의 밸브 접촉폭이 균일하지 않거나 규정

이외이면 연마 또는 절삭하여 수정하고 랩핑한다.

(밸브시트커터 사용)

� 먼저 각도가 작은 커터로 시작한 다음에 각도가 큰

커터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45。커터로 가볍게 접

촉폭 및 위치를 수정한다.

주의 : 절삭은 접촉폭에 유의하면서 작업하고 절삭면

에 절삭단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힘을 빼며 작업

을 마감한다.

항목 한계치

밸브헤드 회전방향의 편차 한계 (mm) 0.08

항목 한계치

밸브시트면상의 흡기 1.46�1.66

접촉폭 ⓐ (mm) 배기 1.46�1.66



단원 2B

2B - 58

15˚
45˚

15˚
45˚

a b

D102B723

D102B724

1

D102B725

D102B726

2

⑤ 밸브 랩핑

1회째는 보통눈, 2회째는 가는 눈의 래프를 사용하

여 2단계로 랩핑한다.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랩

핑한다.

� 밸브시트 각 (그림참조)

ⓐ 흡기측

ⓑ 배기측

8. 실린더헤드

� 연소실에 퇴적된 카본을 제거한다.

� 실린더헤드상의 흡기포트, 배기포트, 연소실 및 헤

드 표면이 히지 않도록 하고 또한 밸브, 밸브시

트에 해서도 유의한다.

① 실린더헤드 평면도

곧은 자와 필러게이지로 실린더헤드의 평면도(6개

소)를 측정한다. 

�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정반위에 광면단을 바르

고 실린더헤드의 변형을 확인한후 가는 눈의 연마

제로 수정하며 수정이 불가능하면 실린더헤드를

교환한다. 

주 : 실린더헤드가 변형되면 가스켓 접속부로 부터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출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 : 실린더헤드면의 평면도 측정은 4변과 각선

위치에서 각각 측정한다. (화살표)

② 매니폴드 접촉면의 변형 한계

곧은 자와 필러게이지로 실린더헤드의 매니폴드

장착면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장착면을 수정하거

나 실린더헤드를 교환한다.

항목 한계치

실린더헤드 평면의 변형 한계 (mm) 0.05

항목 한계치

실린더헤드 매니폴드 접촉면변형 한계 (mm) 0.10



SOHC 엔진

2B - 59

1

D102B727

2

44.2mm

D102B728

3

D102B729

9. 밸브스프링

� 탄력이 저하된 스프링을 사용하면 밸브의 착불량

으로 인하여 가스가 누설될수 있으며 결국 출력이

저하되고 엔진이상음이 발생될 수 있다.

① 밸브스프링 자유장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스프링의 자유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하이면 스프링을 교환한다.

② 밸브스프링 장착장력

다이얼 게이지와 압축기로 각 스프링의 장착장력

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하이면 스프링을

교환한다.

③ 밸브스프링 직각도

정반과 직각자로 각 스프링의 직각도를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하이면 스프링을 교환한다.

항목 기준치 한계치

밸브스프링 자유장 (mm) 54.45 53.40

항목 기준치 한계치

밸브스프링 장착장력 (mm) 23.4�27.0 22.0

항목 한계치

밸브스프링 직각도 한계 (mm) 2.4



단원 2B

2B - 60

 09916-38210

1

D102B730

 09916-58210

 09916-88220
1

2

D102B731

 09916-37320

1

D102B732

2
1

D102B733

� 조립순서

1. 밸브가이드 장착홀을 진원으로 만든다. 

① 밸브가이드를 실린더헤드에 장착하기 전에, 11mm

리이머로 가이드 장착홀을 뚫고, 홀내의 거친 면을

제거하여 완전히 진원이 되도록 한다.

2. 밸브가이드를 장착한다. 

� 실린더헤드가 변형되지 않도록 80�100℃로 균일

가열하고 특수공구로 가이드를 장착한다.

ⓛ 신품 밸브가이드를 완전하게 때려 박는다.

② 실린더헤드로 부터 밸브가이드 돌출량을 점검한다.

주의 : 탈거된 밸브가이드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반드

시 신품 오버사이즈로 교환한다.

3. 밸브가이드 구멍을 수정한다. 

① 5mm 리이머로 밸브가이드 구멍을 수정한다.

�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밸브스템 오일씰을 장착한다. 

① 밸브스프링 시트를 장착한다.

② 신품 밸브스템 오일씰을 밸브가이드에 끼운다.

� 오일씰에 엔진오일을 바르고 밸브가이드에 장착한

다음 반드시 오일씰이 정확히 안착되었는 지를 재

확인한다.

주의 : 일단 탈거된 오일씰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반

드시 신품으로 교환한다. 또한 장착시 공구를 해머등

으로 두들기거나 압력을 가하면 오일씰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손으로 공구를 눌러 장착한다.

오버사이즈 (mm) 0.03

밸브가이드 돌출량 (mm) 14



SOHC 엔진

2B - 61

1

D102B734

b

a

3

1 2

D102B735

1

2

09916-14510

09916-48210

D102B707

1

2

3

90~120Kg•cm
D102B736

5. 밸브를 장착한다.

① 밸브가이드에 밸브를 장착한다

주 : 밸브를 장착하기 전에 밸브스템 오일씰, 밸브

가이드 구멍 및 밸브스템에 엔진오일을 바른다.

6. 밸브스프링 및 리테이너를 장착한다.

① 밸브스프링을 장착한다.

② 밸브스프링 설치시에는 스프링 피치가 큰 쪽(ⓐ)이

윗쪽으로, 작은 쪽(ⓑ)이 아랫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③ 밸브스프링 리테이너를 장착한다.

7. 밸브코터를 장착한다.

� 특수공구를 설치한다.

① 특수공구로 밸브스프링을 압축시킨다.

② 핀셋으로 밸브코터를 삽입한다.

주 : 밸브를 장착하기 전에 밸브스템 오일씰, 밸브

가이드 구멍 및 밸브스템에 엔진오일을 바른다.

� 특수공구를 제거한다.

8. 캠샤프트를 장착한다.

� 캠샤프트 프론트 오일씰, 캠샤프트 캠 및 저어널부

등의 윤활부위에 엔진오일을 바른다.

① 하우징 홀에 캠샤프트 프론트 오일씰을 끼운다.  

② 캠샤프트를 디스트리뷰터 쪽에서부터 실린더헤드

에 끼운다.

주의 : 캠샤프트를 끼울 때 캠샤프트 노브면이 히

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캠샤프트 플레이트를 끼운다. 

� 스크류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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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 62

1

2

90~120Kg•cm

D102B737

IN

EX

D102B738

D102B739b 80~120Kg•cm

170~270Kg•cma

1

2
3

4
5

6

7

2

1

3

D102B740

1
326 5 7

948

c 150~190Kg•cm

d150~190Kg•cm

9. 로커암과 로커암샤프트를 장착한다.

� 로커암과 로커암샤프트에 엔진오일을 바른다.

① 로커암과 함께 로커암샤프트를 끼운다.

② 로커암 스프링을 끼운다. (6개 스프링중 길이가 짧

은 스프링 1개는 3번실린더 흡기쪽에 끼움.)

� 볼트(8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록타이트 도포)

주의 : 로커암샤프트는 흡기와 배기쪽이 모두 같은

것을 사용하나 설치방향이 다르므로 장착시 유의한

다. (그림참조)

10. 용이한 작업을 위해 탈거했던 주변부품들을 실린더헤

드에 장착한다.

� 실린더헤드에 스파크플러그를 장착한다.

① 가스켓과 함께 배기매니폴드를 장착한다.

ⓐ 그림의 순서 로 너트(3개)와 볼트(4개)를 규정

토오크로 조인다.

② 배기매니폴드 히트시일드를 장착한다.

ⓑ 볼트(3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③ 가스켓이 끼워진 상태로 흡기매니폴드를 장착한다. 

ⓒ 그림의 순서 로 흡기매니폴드 너트(8개)를 규

정토오크로 조인다. 

주 : 너트(8개)를 조이기 전에 흡기매니폴드 보조

브라켓 너트ⓓ(1개)를 먼저 조인다.



SOHC 엔진

2B - 63

4
D102B741

e 90~120Kg•cm

d 90~120Kg•cm

g 180~220Kg•cm
5

f 90~120Kg•cm

D102B742

④ 가스켓과 함께 디스트리뷰터 케이스 및 디스트리뷰

터를 장착한다.

ⓓ 볼트(1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록타이트 도포)

ⓔ 너트(3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⑤ 흡기매니폴드 메인브라켓을 장착한다.

ⓕ 볼트(2개) 및 너트(1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볼트(1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단원 2B

2B - 64

단품수리 (내용계속)

� 피스톤 계통 및 크랭크샤프트 계통 단품수리시에는 아

래부품을 먼저 탈거한다. ;

- 차량에서 엔진 및 변속기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엔진어셈블리 내용참조)

- 엔진에서 변속기를 분리한다.

(단원3B. 실차정비 수동변속기 내용참조)

- 플라이 휠을 탈거한다.

- 그림의 화살표시와 같이 엔진 어셈블리를 특수공구

에 장착한다. 

- 엔진에서 엔진오일을 빼낸다.

- 엔진에서 실린더헤드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실린더헤드 어셈블리 내용참조)

� 크랭크샤프트 계통 단품수리시에는 아래부품도 탈거한

다. ;

- 실린더블럭에서 오일펌프를 탈거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오일펌프 어셈블리 내용참조)

실린더블럭 구성부품

� 분해순서

1. 작업에 용이하도록 실린더블럭에 장착된 주변부품들

을 탈거한다.

� 파워 스티어링/에어컨 벨트를 탈거한다.

① 볼트(3개)를 푼다.

(하부쪽 볼트 1개는 헐겁게 풀어둠)

� 에어컨 컴프레서를 아랫방향으로 제껴둔다.

② 파워 스티어링 리어 브라켓 볼트(1개), 너트(1개)

및 조정볼트(1개)를 푼다.

③ 에어컨 컴프레서/파워 스티어링 펌프 장착 브라켓

볼트(5개)를 푼다.

④ 에어컨 컴프레서 및 파워 스티어링 펌프와 함께 장

착 브라켓을 탈거한다.

⑤ 엔진 마운트 브레이스 브라켓을 탈거한다.

⑥ 알터네이터 벨트장력 조정볼트를 탈거한다.

⑦ 알터네이터 하부 볼트(2개)/너트(1개)를 푼다.

⑧ 알터네이터와 벨트를 탈거한다.

KM 412

2B201D102B743

D102B744
1

1
2

D102B745

3

4

3

5

8

D102B746

7

6



SOHC 엔진

2B - 65

1
3

2

D102B748

5

4

D102B747

13

12

11

9

10

2 3

1

D102B749

D102B750

⑨ 엔진 마운트 상부브라켓 볼트(3개)를 푼다.

⑩ 알터네이터 샤클을 탈거한다.

⑪ 상부브라켓을 탈거한다.

⑫ 엔진 마운트 하부브라켓 볼트(3개)를 푼다.

⑬ 하부브라켓을 탈거한다.

2. 실린더블럭을 뒤집어 오일팬과 오일 스트레이너를 탈

거한다

① 볼트(14개)를 푼다.

② 너트를 푼다.

③ 오일팬을 탈거한다.

④ 볼트를 푼다.

⑤ 오일씰링과 함께 오일 스트레이너를 탈거한다.

� 오일팬 및 실린더블럭의 접촉면을 깨끗하게 해준다.

3. 컨넥팅로드 베어링 캡을 탈거한다

� 크랭크샤프트를 돌려 1번 실린더의 컨넥팅로드의

단부가 상단에 위치시킨다.

① 너트를 푼다.

② 컨넥팅로드 베어링 캡을 빼낸다.

③ 크랭크샤프트 접촉면 및 실린더 벽면의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해 컨넥팅로드 스터드 볼트의 나사부에

보호 비닐튜브를 끼워둔다.

� 베어링 캡에 1,2,3번 실린더 해당표시를 해둔다

� 컨넥팅로드 하부 베어링을 빼낸다.

4. 피스톤 및 컨넥팅로드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 컨넥팅로드 스터드 볼트를 아랫방향으로 눌러 주면

서 피스톤 및 컨넥팅로드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 컨넥팅로드 상부 베어링을 탈거한다.

� 속건성 잉크펜으로 피스톤과 컨넥팅로드에 실린더

번호를 표기해둔다.

� 2번과 3번 실린더의 피스톤 및 컨넥팅로드에 해

서는 상기 2�4항의 작업순서 로 탈거하여 정렬

비치한다.



단원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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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g

h

de

d

c

f

D102B751

5. 피스톤에서 압축링 및 오일링을 탈거하고 컨넥팅로드

를 분리한다

� 피스톤 링 확장기로 압축링과 오일링을 빼내어 섞

이지 않도록 정렬 비치한다.

ⓐ 1번 압축링

ⓑ 2번 압축링

ⓒ 3번 오일링

� 써클립을 빼내어 피스톤 핀을 빼내고 피스톤과 컨

넥팅로드를 분리한다.

ⓓ 써클립

ⓔ 피스톤 핀

ⓕ 피스톤

ⓖ 컨넥팅로드

ⓗ 컨넥팅로드 베어링 캡



SOHC 엔진

2B - 67

1

D102B752

2

D102B753

a

c

b

a

c

b

5.8 mm

50 mm

92 mm

1

15mm

D102B754

2

15mm

50mm

D102B755

� 점검/측정/조정

1. 실린더

� 부드러운 헝겊으로 실린더벽면을 깨끗이 닦은 후

벽면에 손상유무를 점검하고 손상정도가 클 경우

에는 오버사이즈로 보링한다.

① 실린더 게이지로 크랭크샤프트 직각방향으로 실린

더 내경을 측정한다.

② 측정위치는 ⓐ,ⓑ,ⓒ부분이며 측정결과가 아래와

같으면 실린더를 오버사이즈로 보링한다.

‐실린더 내경 마모가 한계치 이상

‐3개소 측정치 최 테이퍼편차가 한계치 초과

‐3개소 진원도/원통도 측정치가 한계치 초과

주 : 오버사이즈 규격은 0.25, 0.50, 0.75, 1.00까

지 가능하며 실린더, 피스톤, 링등은 동일 오버사이

즈로 가공, 조립되어야 하며, 3개 실린더 공히 동일

오버사이즈로 보링하여야 한다.

2. 피스톤

� 부드러운 헝겊으로 피스톤을 깨끗이 닦고 손상여부

를 점검한 다음 교환여부를 결정한다.

① 피스톤 외경 측정

마이크로 미터로 피스톤 스커트부 끝단에서 부터

15mm지점에서 피스톤 핀구멍 직각방향으로 외경

을 측정한다.

② 피스톤 간극

헤드면에서 하향 50mm지점에서의 실린더 내경

측정값과 피스톤 스커트 끝단 상향 15mm지점에서

의 측정값의 차이를 산출한다.

주 : 실린더 내경 및 피스톤 외경 측정할 시는, 크랭

크샤프트의 직각방향과 피스톤 핀 직각방향에서의

측정값을 산출한다.

항목 한계치

실린더 내경 (mm) ∅68.570

수직도 ; 최 테이퍼 편차 (mm) 0.10 이하

진원도 ; 원통도 (mm) 0.05 이하

기준치 ∅68.465�∅68.485

0.25 오버사이즈 ∅68.715�∅68.735

0.50 오버사이즈 ∅68.965�∅68.985

피스톤 간극 (mm) 0.025�0.045

피스톤

외 경

(mm)



단원 2B

2B - 68

1

D102B756

2

D102B757

1

D102B758

3. 피스톤 링

① 피스톤 링 홈 틈새

피스톤 링 홈의 카본을 제거한 다음, 필러 게이지로

피스톤 링과 피스톤 링 랜드사이의 틈새를 측정하

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피스톤을 교환한다.

② 피스톤 링 오프닝부 간격

실린더 보어 상부의 카본을 제거한 다음, 피스톤으

로 피스톤 링을 실린더 보어의 아래 끝부분까지 삽

입시키고, 필러 게이지로 피스톤 링 오프닝부의 간

격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피스톤

링을 교환한다.

4. 피스톤 핀

① 피스톤 핀 틈새

피스톤 핀 외경과 피스톤 핀 보스부 내경을 측정하

여 핀 외경과 보스부 내경의 차이(피스톤 핀 틈새)

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스톤 핀을 교환한다.

항목 기준치 한계치

1번 압축링 0.02�0.06 0.10

2번 압축링 0.02�0.06 0.10

3번 오일링 0.06�0.10 -

피스톤 링

홈 틈새

(mm)

항목 기준치 한계치

1번 압축링 0.15�0.30 0.70

2번 압축링 0.10�0.30 0.70

3번 오일링 0.20�0.70 1.80

피스톤 링

오프닝부

간격

(mm)

항목 기준치

피스톤 핀 외경 (mm) 15.995�16.000

피스톤 핀 보스부 외경 (mm) 16.006�16.014

피스톤 핀 틈새 (mm) 0.006�0.019



1

D102B759

a

3
c

b

310~350Kg•cm

D102B761

3

D102B762

ba

D102B760

SOHC 엔진

2B - 69

5. 컨넥팅로드

① 단부 스러스트 유격

컨넥팅로드를 크랭크샤프트에 장착한 상태에서 스

러스트 방향의 유격을 두께 게이지로 측정하고 측

정치가 한계치 이상이거나 양단 스러스트 면에 손

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컨넥팅로드를 교환한다.

② 컨넥팅로드 휨 및 비틀림

컨넥팅로드 얼라이너로 컨넥팅로드의 휨 및 비틀

림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컨

넥팅로드를 교환한다.

③ 컨넥팅로드 베어링 오일간극

� 컨넥팅로드 베어링 접촉면에 해 녹아 붙음, 소손

또는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하면 교환한다.

� 플라스틱 게이지ⓐ로 오일간극을 측정한다.

- 플라스틱 게이지를 베어링 폭과 같은 길이로 잘

라 크랭크샤프트와 평행하게 오일구멍을 피해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크랭크핀 위에 놓는다.

- 컨넥팅로드 베어링ⓑ 및 베어링 캡ⓒ을 장착하

고 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체결한다. (이때 크랭

크샤프트를 회전시키지 않는다.)

� 베어링 캡을 탈거하여 플라스틱 게이지의 폭을 게

이지 케이스에 표기된 스케일에 따라 측정한다. 측

정은 압착된 폭의 가장 넓은 부분으로 하고 게이지

양 끝의 치수 차이에도 주의한다.

� 오일간극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컨넥팅로드 베

어링을 교환한다.

컨넥팅로드 단부 기준치 한계치

스러스트 유격 (mm) 0.10�0.20 0.35

베어링 오일간극 기준치 한계치

(mm) 0.020�0.040 0.065

종류 기준치

크랭크핀 외경 (mm) 37.982�38.000

항목 한계치

컨넥팅로드 휨 ⓐ (mm) 0.05 (100mm일 때)

컨넥팅로드 비틀림 ⓑ (mm) 0.10 (100mm일 때)

베어링

종류



단원 2B

2B - 7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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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B763

1

D102B764

2

D102B765

3

D102B766

6. 크랭크샤프트

� 실린더블럭이 분해된 상태에서 아래부품을 추가 탈

거한다. 

-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하우징을 탈거한다

① 볼트(4개) 및 스크류(2개)를 푼다.

② 가스켓과 함께 오일씰 하우징을 탈거한다. 

-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캡을 탈거한다

③ 볼트를 푼다.

④ 하부 베어링과 함께 베어링 캡을 빼낸다.

- 크랭크샤프트을 빼내고 상부 베어링을 빼낸다.

① 크랭크샤프트 휨

V블럭에 크랭크샤프트를 올려 놓고 샤프트를 천천

히 회전시켜 주면서 샤프트 센터 저어널의 휨정도

를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를

초과하면 크랭크샤프트를 교환한다.

� 휨측정은 저어널부에 게이지를 맞추어 샤프트를 1

회전시켜 게이지 최 치의 1/2을 읽는다.

② 스러스트 유격

크랭크샤프트, 스러스트 베어링 및 저어널 베어링

을 실린더블럭에 장착하고 베어링 캡 볼트를 규정

토오크(550�600kg∙cm)로 조인 상태에서, 다이

얼 게이지로 크랭크샤프트의 축방향(스러스트방향)

으로 유격(엔드플레이)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

치 이상이면 스러스트 베어링을 신품 또는 1사이즈

이상인 것으로 교환한다.

③ 저어널 편차와 테이퍼 (편마모)

크랭크샤프트의 축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저어널

직경의 변동을 마이크로 미터로 측정하여 편마모

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저어널 일부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편차 또

는 편마모가 한계치 이상이면 크랭크샤프트를 교

환 또는 연마 수정한다.

크랭크샤프트 휨 한계 (mm) 0.03

기준치 한계치

0.11�0.31 0.4

크랭크샤프트

스러스트 유격 (mm)

저어널 편차 또는 테이퍼 한계 (mm) 0.01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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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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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102B767

550~600Kg•cm

4

D102B768

5

D102B769

D102B770

1

④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오일간극

� 컨넥팅로드 베어링 접촉면에 해 마모, 소손 또는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하면 교환한다.

� 플라스틱 게이지ⓐ로 오일간극을 측정한다.

- 플라스틱 게이지를 베어링 폭과 같은 길이로 잘

라 크랭크샤프트와 평행하게 오일구멍을 피해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크랭크핀위에 놓는다.

- 크랭크샤프트 베어링ⓑ및 베어링 캡ⓒ을 장착하

고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체결한다. (이때 크랭

크샤프트를 회전시키지 않는다.)

� 베어링 캡을 탈거하여 플라스틱 게이지의 폭을 게

이지 케이스에 표기된 스케일에 따라 측정한다. 측

정은 압착된 폭의 가장 넓은 부분으로 하고 게이지

양 끝의 치수 차이에도 주의한다.

� 오일간극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크랭크샤프트

베어링을 교환한다.

⑤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의 립부위에 해 마모,

손상 또는 이물질 혼입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하면

교환한다.

7. 플라이 휠

� 플라이 휠 링기어부에 손상, 깨짐 또는 마모흔적이

있는 경우나 클러치 플레이트 접촉면의 손상 또는

이상마모 여부 점검결과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플라이 휠을 교환한다.

① V블럭에 플라이 휠을 올려 놓고 회전시켜 주면서 다

이얼 게이지로 플라이 휠 표면의 편차를 측정하고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플라이 휠을 교환한다.

기준치 한계치

0.020�0.040 0.065

베어링 오일간극

(mm)

항목 기준치

크랭크샤프트 저어널 외경 (mm) 43.982�44.000

플라이 휠 표면 편차 한계 (mm) 0.2



단원 2B

2B - 72

1

D102B771

D102B772

8. 실린더블럭

� 실린더블럭의 헤드 가스켓 접촉면 부위를 깨끗이

닦아낸다. 

① 실린더블럭 평면도 (변형정도 측정)

실린더헤드와 같은 방법으로 곧은 자와 필러게이

지로 실린더블럭의 평면도(6개소)를 측정한다. 

� 측정치가 한계치 이상이면 정반위에 광면단을 바르

고 실린더블럭 가스켓 접촉면의 변형을 확인한 후

가는 눈의 연마제로 수정하며 수정시 0.15mm이상

연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린더블럭을 교환

한다. 

주 : 특히 연소실과 연소실 사이의 평면도를 중점적

으로 점검한다.

주 : 실린더블럭이 변형되면 가스켓 접속부로 부터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출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 : 실린더블럭면의 평면도 측정은 4변과 각선

위치에서 각각 측정한다.

실린더블럭 변형 한계 (mm) 0.05

실린더블록 규격 평면도 (mm) 0.03



SOHC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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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102B773

b

2

D102B774

1

2

550~600Kg•cm

D102B775

1

90~120Kg•cm

90~120Kg•cm

2

D102B776

� 조립순서

1. 실린더블럭에 크랭크샤프트 스러스트 베어링 및 크랭

크샤프트 상부 메인베어링을 장착하고, 실린더블럭 저

어널에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다.

① 베어링 오일홈ⓐ에 엔진오일을 바르고 크랭크샤프

트 저어널부 측면의 바깥쪽으로 오일홈이 향하도록

크랭크샤프트 스러스트 베어링(2개)를 장착한다.

② 베어링 오일구멍ⓑ이 오일필터 장착방향쪽으로 치

우치도록 실린더블럭 저어널에 크랭크샤프트 상부

메인베어링(4개)를 장착한다.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캡 장착시 하부 메인베어링

(4개)에 해서도 동일하게 장착한다.)

주 : 베어링을 장착할 때는 베어링의 내면 또는

크랭크샤프트 저어널면(크랭크 핀면)에 반드시 엔

진오일을 도포해준다.

� 실린더블럭 저어널부에 크랭크샤프트를 올려 놓는다.

2. 크랭크샤프트 저어널부에 하부 메인베어링이 장착된

상태로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캡을 장착한다.

� 베어링 캡(4개)에는 1�4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① 크랭크샤프트 저어널부에 크랭크샤프트 하부 메인

베어링을 장착한다.

② 순서에 따라 캡에 표시된 화살표방향이 크랭크샤프

트 풀리쪽으로 향하도록 크랭크샤프트 저어널부에

베어링 캡을 위치시킨다.

� 베어링 캡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3. 가스켓과 함께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하우징을 장

착한다.

주 : 탈거된 리어 오일씰 하우징 가스켓은 재사용하

지 않으며 반드시 신품으로 교환한다.

① 오일씰 하우징 가스켓을 장착한다.

② 오일씰 립부위에 엔진오일을 도포한 다음 크랭크샤

프트 리어 오일씰 하우징을 장착한다.

� 하우징밑으로 튀어나온 가스켓단부를 잘라낸다

� 볼트(4개) 및 스크류(2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록타이트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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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0K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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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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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B779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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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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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B780

45˚
45˚

45˚
45˚

4. 가스켓과 함께 오일펌프를 장착한다.

(크랭크샤프트 계통 단품수리한 경우)

� 탈거된 오일펌프 가스켓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반드

시 신품으로 교환한다.

① 오일펌프 가스켓을 장착한다.

② 오일펌프 장착시 오일펌프내 씰의 손상방지를 위해

크랭크샤프트에 보호 비닐튜브를 끼운다.

③ 오일펌프 하우징을 장착한다,

� 볼트(8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하우징밑으로 튀어나온 가스켓단부를 잘라낸다

5. 피스톤과 컨넥팅로드를 조립한다.

주 : 피스톤과 컨넥팅로드에는 조립방향이 있으므로

피스톤 상단면의 화살표(▶) 표시ⓐ는 크랭크샤프트

풀리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단부 측면의 오일구멍

표시ⓑ는 흡기매니폴드 장착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피스톤 및 컨넥팅로드를 조립한다.

① 피스톤과 컨넥팅로드 소단부에 피스톤 핀을 끼운다.

② 써클립(2개)로 피스톤 핀을 고정한다.

6. 피스톤에 압축링과 오일링을 조립한다.

① 오일링을 장착한다. 

- 오일링 스페이서를 먼저 장착하고 레일(2개)을

스페이서 상단부와 하단부에 장착한다.

② 2번 압축링을 장착한다.

- 링 절개부 근처에 표기되어 있는 R자 표시가 윗

쪽을 향하도록 2번 압축링을 장착한다,

③ 1번 압축링을 장착한다.

� 3개의 피스톤 링을 장착한 다음에는 각 링의 절개

부가 그림에 표시된 부위에 위치되도록 절개부 위

치를 조정한다.

ⓐ 1번 압축링 절개부

ⓑ 2번 압축링 절개부

ⓒ 오일링 레일 절개부 (스페이서 상단부)

ⓓ 오일링 스페이서 절개부

ⓔ 오일링 레일 절개부 (스페이서 하단부)

ⓕ 피스톤 조립∙장착용 화살표

ⓖ 피스톤 상단면



SOHC 엔진

2B - 75

1

D102B781

2

D102B782

09916-77310

1

310~350Kg•cm

2

D102B783

2

1

90~120Kg•cm

90~120Kg•cm
D102B784

7. 피스톤과 컨넥팅로드 어셈블리를 장착한다.

� 장착하기전에 피스톤 링, 실린더벽면 및 컨넥팅로

드 베어링 크랭크 핀에 엔진오일을 도포한다.

① 실린더에 피스톤을 위치시킨다.

- 피스톤 상단면 화살표(▶) 표시가 크랭크샤프트

풀리쪽으로 향하도록 위치시킨다. 

� 피스톤과 컨넥팅로드 어셈블리를 장착하기전에 실

린더벽면 및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크랭크 핀의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컨넥팅로드 스터드 볼트 나사

부에 끼워 두었던 보호 비닐호스가 제 로 끼워져

있는 지를 확인한다.

② 컨넥팅로드 및 피스톤을 실린더에 삽입한다.

- 특수공구로 피스톤 링을 오무려 삽입한다.

- 삽입시에는 특수공구를 실린더블럭에 어 고

목재해머의 끝부분으로 피스톤 헤드를 가볍게

두드려 주면서 실린더에 삽입시킨다.

� 분해시 표기해 두었던 실린더 번호에 맞게 1,2,3번

실린더로 컨넥팅로드를 삽입한다.

� 컨넥팅로드 단부 베어링 저어널에 컨넥팅로드 상

부 베어링을 끼운다.

8. 크랭크샤프트 크랭크 핀부에 하부 베어링이 장착된 상

태로 컨넥팅로드 베어링 캡을 장착한다.

① 크랭크 핀부에 크랭크샤프트 하부 컨넥팅로드 베어

링을 장착한다.

② 피스톤을 하사점에 위치시킨후 순서에 따라, 베어

링 캡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크랭크샤프트 풀리

쪽으로 향하도록, 크랭크샤프트 크랭크 핀부에 베

어링 캡을 위치시킨다.

� 베어링 캡 너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9. 실린더블럭에 오일 스트레이너와 오일팬을 장착한다.

① 오일 스트레이너를 장착한다.

� 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오일팬과 접촉되는 실린더블럭면에 액상가스켓을

도포한다. 

② 액상가스켓 도포후 5분이내에 오일팬을 장착한다.

� 너트(2개) 및 볼트(14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록타이트 도포)



단원 2B

2B - 76

D102B785

2

b350~410Kg•cm

1

a 350~410Kg•cm

D102B786180~280Kg•cm c

d180~280Kg•cm

3

e

1e

D102B787
350~410Kg•cm

5

6

180~220Kg•cm

D102B788

180~220Kg•cm g

180~220Kg•cm f

200~240Kg•cm f

g200~240Kg•cm

7

10. 용이한 작업을 위해 탈거했던 주변부품들을 실린더블

럭에 장착한다.

① 엔진마운트 하부 브라켓을 장착한다.

ⓐ 볼트(3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② 상부브라켓 및 알터네이터 샤클을 장착한다.

ⓑ 볼트(3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③ 알터네이터를 장착한다. (이때 알터네이터 하부 불

트(2개)/너트(1개)를 가조립해둠)

④ 알터네이터 벨트를 장착한다.

ⓒ 알터네이터 하부 볼트(2개)/너트(1개)를 규정토

오크로 조인다.

ⓓ 벨트장력 조정볼트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⑤ 엔진 마운트 브레이스 브라켓을 장착한다.

⑥ 에어컨 컴프레서/파워 스티어링 펌프와 함께 장착

브라켓을 장착한다.

ⓔ 장착 브라켓 볼트(5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⑦ 파워 스티어링 펌프 브라켓을 장착한다.

ⓕ 파워 스티어링 리어 브라켓 볼트(1개), 너트(1

개) 및 조정볼트(1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에어컨 컴프레서를 제껴 제위치로 둔다.

ⓖ 볼트(3개)를 규정토오크로 조인다.

� 파워 스티어링/에어컨 벨트를 장착한다.

� 흡∙배기매니폴드 및 디스트리뷰터/아답터가 장착

된 상태로 실린더헤드를 장착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실린더헤드 내용참조)

� 타이밍벨트 계통 구성부품(악세서리 벨트 포함)을

장착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타이밍벨트 내용참조)

� 특수공구에 설치되었던 엔진 어셈블리를 분리한다.

� 엔진에 클러치 및 변속기를 조립한 다음 엔진 및 변

속기 서포트를 이용하여 엔진 및 변속기 어셈블리

를 차량에 장착하여 엔진 및 변속기 마운팅을 연결

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엔진 어셈블리 내용참조)

� 탈거분리되었던 엔진룸상의 모든 부품을 장착연결

한다. (본단원. 실차정비 엔진 어셈블리 내용참조)

� 냉각수,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및 에어컨 가스를 주입한다.

� 배터리(-)케이블을 연결하고 엔진시동을 걸어 모

든 부품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필요한 경우 아이들 에어 컨트롤(IAC) 밸브 리셋팅

작업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