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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치 사용방법 7 - 3

레버를 올린 상태에서 핸들의 각도를 조정 하십

시오.

조정후 레버에서 손을 떼면 레버가 원위치되며

고정됩니다. 만약 레버가 원위치되지 않을 때는

핸들을 상�하 방향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주행중 핸들 각도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핸들 각도 조정은 반드시 차량 정지상태

에서 실시하십시오. 조정 부주의로 인하

여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행전 핸들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핸들 각도 조정 *

룸미러조정

눈부심 자동 조절 룸미러(ECM 미러)

▶ 자동식(눈부심 자동 조절 룸미러)

야간운행시 백미러의 반사율이 자동으로 조절

되어 뒷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UTO스위치를 누르면 작동되며 백미러 하

단 우측의 작동지시등이 점등됩니다. 작동중

OFF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조절기능이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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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는 룸미러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차량 조작 부주의로 인한 심각한 사고를 입

을 수 있습니다.

시동키를 ON위치로 하면 백미러의 작동지

시등이 점등되면서 자동조절기능이 작동합

니다.

�후방차량의 전조등이 룸미러 센서에 직접

비춰지지 않을때와 다음과 같은 경우 자

동 눈부심 방지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뒷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 을 경우

－트레일러를 장착하 을 때

�차량후진시에는 사물식별이 용이하도록

눈부심자동조절 기능이 중지됩니다.

(“Auto”스위치 작동 상태에서)

눈부심 방지 룸미러의 거울이 깨지면 내부

의 전해액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

나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

음. 병원에 가십시오.

▶ 룸 미러 각도 조정

룸미러의 몸체를 손으로 잡고 상,하,좌,우로 움

직여 후방이 잘보이는 위치로 조정하십시오.

▶ 수동식 주�야 변경

야간 운행시는 하단 레버를 현재 상태와 반 로

거나 당기면 뒷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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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야간기능 선택시 후방이 잘 보

이지 않을 경우는 룸미러 몸체를 잡고,

각도를 조정해 주간과 같이 후방이 환하

게 보이는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그후 하단 레버를 반 로 거나 당겨 야

간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눈부심 자동 조절(AUTO DIMMING)�

별도 조작없이“AUTO”스위치를 눌러

두면 후방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따라 반

사율이 자동 조절됩니다.

스위치 사용방법은 각종 스위치편의“반사

율 자동조절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시계는 시동키“ON”위치에서 조정됩니다.

▶ 시간조정 :

계기판의 시각조정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H”쪽으로 돌리면 1시간씩 상승합니다.

▶ 분조정 : 

계기판의 시간조정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M”쪽으로 돌리면 1분씩 상승합니다.

�주행중에는 룸미러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조정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심

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행전에 룸미러 상태를 확인 하

고 조정하십시오.

디지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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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를 앞으로 당겨서 여십시오.

�차량 취급설명서나 휴 품등을 보관할 수 있

습니다.

▶ 분 초기화 :

계기판의 시각조정버튼을 누르면 30분 이

전에는 분만“0”으로 조정되고, 30분 이후

에는 1시간 추가되면서 분이 0으로 조정됩

니다.

차량정비나 기타 이유로 배터리를 분리한

후 장착하거나 관련퓨즈를 교환하 을 때는

시간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 로브 박스를 열어두면 사고나 급제동시

에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로브박스가 열린 채로 주행을 하지 마

십시오.

� 로브 박스 또는 차량내에서 인화성 물

질이나 일회용 라이터를 넣지 마십시오.

한 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인화성 물질

이 폭발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로브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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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라이터를 누른후, 수초후에“딸깍”소리와

함께 시가라이터가 튀어 나오면 뽑아서 사용하

십시오.

시가라이터가 눌러진후 자동으로 튀어나오

지 않으면 과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으로

뽑은 다음 당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

으십시오.

∙야간이나 주변이 어두운 곳에서 커버를 열면

조명이 켜집니다.

∙베터리 규격 CR2032

쓰레기나 담배 꽁초등의 가연성 물질을 쌓
아두지 마시고 성냥, 담배불 등이 꺼져 있
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
습니다.

재떨이 물세척시 LED 발광부는 전자회로
로 구성되어 있고, 방수가 되지 않으므로
충격과 물세척시 고장날수 있으므로 주의하
십시오.

재떨이시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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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좌석 재떨이

손으로 당겨서 여시고, 재떨이를 비울때는 재떨

이 상단부를 눌러 빼낸 다음 내용물을 비우십시

오.

쓰레기나 담배 꽁초등의 가연성 물질을 쌓

아두지 마시고 성냥, 담배불 등이 꺼져 있

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

습니다.

�버튼 A 를 누른 상태에서 커버를 들어올려

여십시오.

�작은 소지품이나 카세트테이프, CD 등을 보

관하시면 편리합니다.

�콘솔 박스를 열어두면 사고나 급제동시에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로브박스가 열린 채로 주행을 하지 마십

시오.

�콘솔 박스 또는 차량내에서 인화성 물질

이나 일회용 라이터를 넣지 마십시오. 한

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콘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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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홀더는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만 사

용하십시오. 급정지 또는 급출발을 할 때

에는 컵이 넘어지거나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용후 확실히 닫으십시

오.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뜨거운 음료수는

컵 홀더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바이저에는 거울이 부착되어 있으며 운전석

선바이저에는 티켓을 보관할 수 있는 티켓 홀더

가 있습니다.

�티켓 홀더에는 날카로운 물건을 넣지 마

십시오.

컵 홀더 선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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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브레이크를 당길때는,

레버를 잡고 끝까지 당기십시오.

�주차브레이크를 풀때는,

레버를 약간 위로 당긴채 버튼을 내리십시오.

▶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경고음

주차브레이크가 당겨진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

면(10km/h 이상에서 2초이상 지속)경고등

( )이 점멸하면서 부저가 울려 운전자에게

주차 브레이크가 당겨져있다는 사실을 알려줍

니다.

이때에는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

크를 해제하십시오.

주차브레이크가 당겨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

게되면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차브

레이크 레버를 내려주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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