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취급 설명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부품자기인증대상 부품
1.
2.
3.
4.

등화장치(헤드라이트)
브레이크 호스
후부반사기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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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헤드라이트)
할로겐 타입
2번 헤드라이트 벌브
1번 헤드라이트 벌브
프론트 방향 지시등
소켓
헤드라이트 소켓 커버

프론트 방향 지시등
벌브

헤드라이트 유닛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벌브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소켓

HID 타입

헤드라이트 조명제어 ECU 서브
어셈블리
1번 헤드라이트 벌브

방전 헤드라이트
벌브

프론트 방향 지시등
소켓

헤드라이트 소켓 커버
프론트 방향 지시등
벌브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벌브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소켓

헤드라이트 유닛

[분리]
※ RH 측과 LH 측에 동일한 절차를 사용합니다.
아래에 설명한 절차는 LH 측의 경우 입니다.
1. 시동을 끈 후 음극(-) 배터리 단자에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2. 프론트 범퍼 어셈블리 분리
(b)

3. 헤드라이트 어셈블리 분리
(a) 나사 3개와 볼트를 푼다.
(b) 클램프를 풀고,

(a)

각 커넥터를 분리한 다음 헤드라이트 어셈블리를 분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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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1. 헤드라이트 벌브 분리
(a) 1번 헤드라이트 벌브를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분리한다.
※ 주의사항:
전구 유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2. 헤드라이트 벌브 분리(할로겐 헤드라이트)
(a) 2번 헤드라이트 벌브를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분리한다.
※ 주의사항:
전구 유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3. 헤드라이트 조명 제어 ECU 서브 어셈블리 분리(HID 헤드라이트)
(a) LH 측:
(1) 그림의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헤드라이트 조명 제어 ECU 서브
어셈블리를 돌린 다음, 분리한다.
※ 주의사항:
• 공구를 사용하여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는다.
• O-링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
O-링이 손상되거나 오염되는 경우, 물이 헤드라이트 어셈블리에 침투하여
헤드라이트 조명 제어 ECU서브 어셈블리 기능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c) 클램프를 푼다.
(d) 그림의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헤드라이트 조명 제어 ECU 서브 어셈블리
를 돌린 다음, 분리한다.
※ 주의사항:
소켓이 연결된 상태의 헤드라이트 조명 제어 ECU 서브 어셈블리를 잡아 당기지 않는다.

4. 방전 헤드라이트 벌브 분리(HID 헤드라이트)
(a) 그림과 같이 세트 스프링을 푼 다음 헤드라이트 벌브를 분리한다.
※주의사항: 전구 유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5. 헤드램프 소켓 커버 분리
(a) 할로겐 헤드라이트의 경우:
(1) 헤드라이트 소켓 커버 2개를 헤드라이트 유닛에서 분리한다.
(b) HID 헤드라이트의 경우:
(1) 헤드라이트 소켓 커버를 헤드라이트 유닛에서 분리한다.

6. 프론트 방향 지시등 벌브 분리
(a) 프론트 방향 지시등 소켓과 프론트 방향 지시등 벌브를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
으로 돌려 한꺼번에 분리한다.
(b) 프론트 방향 지시등 소켓에서 프론트 방향 지시등 벌브를 분리한다.

7.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벌브 분리
(a) 그림과 같이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벌브와 함께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소켓을 그림의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돌려 한꺼번에 분리한다.
(b)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벌브를 프론트 사이드 마커 라이트 소켓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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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호스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 구성품
15 (155, 11)
19 (192, 14)
●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

●29 (300, 22)
● 개스킷

● 재사용 불가 부품
N*m (kgf*cm, ft.*lbf)

: 규정 토크

● 재사용 불가 부품

[분리]

※ 주의사항:
좌우 호스를 동시에 분리하는 경우 각 호스에 설치 위치를 나
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 LH 및 RH 모두 동일한 절차를 사용한다.
• 다음 절차는 LH 측의 경우이다.
1. 프론트 휠 분리
2. 브레이크 액 배출
※ 주의사항: 브레이크액이 도장면에 묻었을 때는 즉시 닦아낸다.
3.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 분리
(a) 유니언 볼트와 가스켓을 풀어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 어셈블리에서 프론트 브
레이크호스를 분리한다.
(b) 브레이크 라인을 분리할 때는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를 렌치로 고정한 채 유니언 너트
렌치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1 : 클립
그림 본문
※ 주의사항:
• 브레이크 라인을 구부리거나 손상시키면 안 된다.
•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연결지점을 통해 브레이크 라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c) 클립을 분리 한다.
(d) 프론트 쇽 업소버 어셈블리에서 볼트를 푼 후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를 분리한다.

[장착]
※ 주의사항:
• 좌우의 호스는 서로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착 전에 부품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호스를 재사용해야 할 경우, 호스를 분리할 때마다 식별 표시를 점검한 후에 연결한다.
1.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 장착
(a) 신품 클립을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에 장착한다.
※ 주의사항:클립을 최대한 깊숙이 장착한다.
(b) 브레이크 라인을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에 연결할 때는 호스를 렌치로 고정한 채 유니언
너트렌치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토크: 15 N*m(155 kgf*cm,11 ft.*lbf)
※ 주의사항:
• 브레이크 라인을 구부리거나 손상시키면 안 된다.
•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연결 지점을 통해 브레이크 라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공식을 사용하여 유니언 너트 렌치가 토크 렌치에 결합되는 경우의 특수 토크 값을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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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볼트로 프론트 속도 센서 클램프와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를 프론트 쇽 업소버 브래킷에
장착한다.
*1 : 프론트 속도 센서 클램프
*2 : 프로트 브레이크 호스

그림 본문
토크: 19 N*m(192 kgf*cm,14 ft.*lbf)
※ 주의사항:
• 장착할 때 프론트 속도 센서 와이어 하니스를 비틀면 안 된다.
• 프론트 속도 센서 클램프의 클로 2개를 쇽 업소버 브래킷에 단단히 장착한다.
• 볼트로 브레이크 호스와 프론트 속도 센서를 함께 조인다.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가 프론
트 속도 센서 위로 오도록 해야 한다.
(d) 신품 유니언 볼트와 신품 개스킷으로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를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 어셈블리에 연결한다.
그림 본문
*a : 록 홀
토크: 29 N*m(300 kgf*cm,22 ft.*lbf)
※ 주의사항: 브레이크 호스 록을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의 록 홀에 견고하게 장착
한다.
2. 브레이크 라인 블리딩
3. 프론트 휠 장착
토크: 103 N*m(1049 kgf*cm,76 ft.*l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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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호스
리어 브레이크 호스 구성품
19 (192, 14)

리어 브레이크 호스

●`
15 (155, 11)

● 개스킷

●33 (340, 25)
N*m (kgf*cm, ft.*lbf)
● 재사용 불가 부품

[분리]

: 규정 토크

※ 주의사항:
좌우 호스를 동시에 분리하는 경우 각 호스에 설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 LH 및 RH 모두 동일한 절차를 사용한다.
• 다음 절차는 LH 측의 경우이다.
1. 리어 휠 분리
2. 브레이크 액 배출
※ 주의사항: 브레이크액이 도장면에 묻었을 때는 즉시 닦아낸다.
3. 리어 브레이크 호스 분리
(a) 브레이크 라인을 분리할 때는 리어 브레이크 호스를 렌치로 고정한 채 유니언 너트 렌
치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그림 본문
*1 : 브레이크 라인

*2 : 클립

*3 : 볼트

※ 주의사항:
• 브레이크 라인을 구부리거나 손상시키면 안 된다.
•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연결지점을 통해 브레이크 라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c) 클립을 풀고 리어 브레이크 호스를 분리한다. (d) 볼트를 푼다.
(d) 유니언 볼트를 풀고 개스킷 및 리어 브레이크 호스를 분리한다.

[장착]

※
•
•
•
•

주의사항:
좌우의 호스는 서로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착 전에 부품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호스를 재사용해야 할 경우, 호스를 분리할 때마다 식별 표시를 점검한 후에 연결한다.
LH 및 RH 모두 동일한 절차를 사용한다.
다음 절차는 LH 측의 경우이다

1. 리어 브레이크 호스 장착
(a) 신품 유니언 볼트와 신품 개스킷으로 리어 브레이크 호스를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
더 어셈블리에 연결한다. 토크: 33 N*m(340 kgf*cm,25 ft.*lbf)
그림 본문
*a : 록 홀
※ 주의사항:
• 브레이크 호스 록을 디스크 브레이크의 록 홀에 견고하게 장착한다.
(b) 볼트를 사용하여 리어 브레이크 호스를 장착한다.
토크: 19 N*m(192 kgf*cm,14 ft.*lbf)
(c) 신품 클립을 장착한다.
※ 주의사항: 클립을 최대한 깊숙이 장착한다.
(d) 브레이크 라인을 리어 브레이크 호스에 연결할 때는 리어 브레이크 호스를 렌치로 고
정한 채 유니언 너트렌치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토크: 15 N*m(155 kgf*cm,11 ft.*lbf)
※ 주의사항:
• 브레이크 라인을 구부리거나 손상시키면 안 된다.
•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연결 지점을 통해 브레이크 라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공식을 사용하여 유니언 너트 렌치가 토크 렌치에 결합되는 경우의 특수 토크 값을 계산
한다.
2. 브레이크 라인 블리딩
3. 리어 휠 장착. 토크: 103 N*m(1049 kgf*cm,76 ft.*l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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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반사기
후부 반사기 구성품

리어 범퍼 프로텍터 RH

리어 범퍼 프로텍터 LH

리어 범퍼 커버
리어 범퍼 조각 RH

후부 반사기 어셈블리 LH

리어 범퍼 조각 LH

후부 반사기 어셈블리 RH

[분리]

1. 리어 범퍼 어셈블리 분리
(a) 리어 범퍼 어셈블리를 보호 테이프로 감는다.
(b) 클립 리무버를 사용해서 클립을 분리한다.
(c) 나사를 풀고 리어 범퍼 실 브래킷을 분리한다.
(d) 클로를 푼 후 그림과 같이 리어 범퍼 어셈블리를 분리한다.
※ RH측과 LH측을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e) 클로를 푼 후 그림과 같이 리어 범퍼 어셈블리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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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어 범퍼 부품 LH 분리
(a) 클로 2개를 푼 후 리어 범퍼 부품 LH를 분리한다.
3. 리어 범퍼 부품 RH 분리

4. 리플렉스 리플렉터 어셈블리 LH 분리
(a) 나사를 푼다.
(b) 클로를 푼 후 리플렉스 리플렉터 어셈블리 LH를 분리한다.
5. 리플렉스 리플렉터 어셈블리 RH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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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 주의 사항
1. 어린이 탑승 시
•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꼬이면 벨트가 풀리지 않아 질식의 위험이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버클을 풀 수 없을 경우 가위를 사용하여 벨트를 잘라 내십시
오.
2.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 프리텐셔너가 작동하면 SRS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 경우 안전벨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해야 합니다.
3. 안전벨트 손상과 마모
• 벨트 플레이트 또는 버클이 도어에 끼어 안전벨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안전벨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끊어지거나 닳거나 헐거워진 곳이 있는 지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안전벨트는 교체하기 전까
지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된 안전벨트는 승객을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 벨트와 플레이트가 잠겼는지,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즉시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 뚜렷한 손상이 없어도 심각한 사고가 있었다면 벨트를 포함한 시트 어셈블리를 교체하십시오.
• 안전벨트의 장착, 제거, 개조, 분해 또는 폐기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수리는 딜러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십시오. 잘못 취급하면 올바
르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석 안전띠 구성품

프론트 숄더 벨트 앵커 조정기
어셈블리

프론트 시트 이너 벨트
어셈블리 LH

프론트 시트 외부 벨트 어셈블리

프론트 시트 이너 벨트
어셈블리 RH

아동용 구속 시트 앵커 브래킷 서브
어셈블리 RH

리어 시트 외측
벨트 어셈블리

센터 벨트 어셈블리 LH 포함 리어
시트 이너

센터 벨트 어셈블리 RH 포함 리어
시트 이너

리어 시트 외측 벨트 어셈블리

아동용 구속 시트 앵커 브래킷 서브
어셈블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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