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오일 및 용량
구분

오일 (액) 용량

규격

엔진오일

≒ 7.5ℓ

냉각수 용량

≒ 11.0ℓ

쌍용자동차 순정액 사용

쌍용 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MB SHEET 229.1, 229.3 승인유)

자동변속기 오일
수동변속기 오일

≒ 9.5ℓ

쌍용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2WD

≒ 3.4ℓ

쌍용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4WD

≒ 3.6ℓ

(ATF DEXRON II or III)

≒ 1.4ℓ

쌍용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트랜스퍼케이스 오일

(ATF DEXRON III)
액슬 오일

≒ 1.4ℓ

앞

쌍용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API GL-5 & SAE 80W/90)

뒤

액티언

4WD
액티언
스포츠

≒ 1.9ℓ

2WD

2WD

자동 변속기

≒ 2.0ℓ

수동 변속기

≒ 1.9ℓ

쌍용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자동 변속기

≒ 1.9ℓ

(API GL-5 & SAE 80W/90)

수동 변속기

≒ 2.0ℓ

4WD
브레이크/클러치 오일

≒ 2.0ℓ
적당량

쌍용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DOT4)

파워 스티어링 오일

≒ 1.0ℓ

쌍용자동차 순정오일 사용
(ATF DEXRON II)

각 오일(액)은 반드시 쌍용자동차의 순정오일(액)을 사용하십시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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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원

단위:mm

액티언
상면

정면

1880

1570

측면

후면

1740

2740

1570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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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언 스포츠
상면

정면

1900

1570

측면

후면

1755

3060

1570

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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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별 제원표(I)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길이(mm)

4,455

4,965

너비(mm)

1,880

1,900

높이(mm)

1,740(1955, 1970)

1,755

자동변속기

2,240(2,315) [2,130(2,205)]

2,715(2,780) [2,605(2,670)]

수동변속기

2,220(2,290) [2,110(2,180)]

2,695(2,760) [2,585(2,650)]

자동변속기

1,915(1,990) [1,805(1,880)]

1,990(2,055) [1,880(1,945)]

수동변속기

1,895(1,965) [1,785(1,855)]

1,970(2,035) [1,860(1,925)]

-

400

사용연료

경유



연료탱크 용량(ℓ)

75



최소 회전 반경(m)

5.6

6.22

D20DT



4 / 17.5:1



총 배기량(cc)

1,998



캠샤프트 배열

DOHC



145ps / 4,000rpm
31.6kgf.m / 1,800 ~ 2,750rpm



최대 토오크
공회전 속도

750 ± 50rpm



수냉식 / 강제순환



11.0



기어펌프 압송식



구분
일반사항

차량 총중량(kg)
차량 중량(kg)
최대 적재량(kg)

엔진

엔진명
실린더 수 / 압축비

최대 출력

냉각 방식
냉각수 용량(ℓ)
윤활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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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WD, 차량 중량 및 총중량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량 옵션 및 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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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별 제원표(II)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7.5



VGT터보식, 공냉식



세미 리모트 콘트롤 타입의 플로어 체인지식



1단

4.315



2단

2.475



3단

1.536



4단

1.000



5단

0.807



후진

3.919



전자식 4단



플로어 체인지식



1단

2.742



2단

1.508



3단

1.000



4단

0.708



구분
엔진

최대 엔진 오일 용량(ℓ)
과급기 및 과급기 냉각 형식

수동변속기

조작방식
기어비

자동변속기

모델
조작 방식
기어비

2.428



모델

파트타임



형식

유성기어식



고속(4H)

1.000 : 1



저속(4L)

2.483 : 1



후진
트랜스퍼케이스

기어비

C130_00.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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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별 제원표(III)
구분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유압식



건식 단판 다이어프램식



랙 및 피니언



내측

36.34°



외측

31.09°



드라이브 샤프트 형식

볼 조인트식



액슬 하우징 형식

빌드업 형식



반부동식



빌드업 형식



텐덤 형식



진공 배력식



전륜

디스크



후륜

드럼(디스크)



케이블 작동식(내부 확장식)



프론트 서스펜션

위시본 + 코일 스프링



리어 서스펜션

5-링크 + 코일 스프링



R-134a(650 ± 30g)



MF / 12 - 90



12 - 2.2



12 - 115(작전, 순찰 : 12-140)



클러치

작동방식

(수동변속기)

디스크 형식

파워 스티어링

형식
조향각도

프론트 액슬
리어 액슬

드라이브 샤프트 형식
액슬 하우징 형식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형식
부스터 형식
제동 형식
주차 브레이크

서스펜션
에어컨

냉매 규격 및 용량

전기장치

배터리 형식 / 용량(V-AH)
시동모터 출력(V-KW)
발전기 출력(V-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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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식별
액티언과 액티언 스포츠의 엔진번호, 차대번호, 인증라벨 스티커 위치는 동일합니다.

1.엔진번호

2. 차대번호

3. 인증라벨 스티커

흡기 매니홀드 측 실린더 블럭 하단면에 타각
되어 있습니다.

앞우측 타이어 뒤쪽 프레임에 타각되어 있
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면 하단부(B필라)에 부착되
어 있습니다.

C130_00.indd 15

2007-04-03 ¿ÀÀü 9:18:59

일러두기
설계변경에 대하여

위험표시

귀하의 자동차는 높은 수준의 안전도와 품질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
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전 통보없이 설계 변경에
따라 사양이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차
량은 본 취급설명서에 설명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및 탑승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내
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위험 수 있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사양확인(*) 표시
본 취급설명서에는 차량의 전 사양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일부 차
량에 적용되는 선택사양이나 패키지(Package) 사양에 대해서는 *표시
가 되어 있습니다.

경고표시

경고

정기점검에 대하여
차량의 성능 유지 및 수명 단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된 시
기에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 정비사업장 이용안내
당사 정비사업장 이외의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타용도 사용 금지
자동차 관련 부품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및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운전자 및 탑승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내
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주의표시
차량 취급 및 사용시 고객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
하시고, 내용에 따라 주십시오.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차량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참고표시
참고 차량관련 용어 또는 각 장치별 세부기능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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