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

2단원

0단원

1단원

안전 및 주의사항 1
제작결함 안내..........................................................1-3

한국 소비자원 “비충돌 사고(Non-crash Incident)” 저감 
경고사항.............................................................1-4

한국 소비자원 “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 .
경고사항.............................................................1-5

환경보호.................................................................1-6
환경 관련 주의사항 .................................................1-6

차량 제원................................................................1-7

차량 제원(티볼리 에어).............................................1-8

차량 식별.............................................................. 1-10

운행 전 확인사항.................................................... 1-11
일상 점검 .............................................................1-11
엔진룸 점검..........................................................1-11
타이어 점검..........................................................1-12
실내 점검 .............................................................1-12
바람직한 운전자세 ................................................1-13
시트, 헤드레스트, 스티어링 휠, 미러등 조정 ............1-13
운전석 주변 정리 ..................................................1-13
시트 벨트 착용 .....................................................1-14

차량 사용시 주의 및 위험사항................................... 1-15
에어백 장착 차량 주의사항 ....................................1-15
노약자, 유아, 어린이 탑승 시 .................................1-15

어린이, 영유아는 보호장구와 함께 뒷좌석 탑승 .......1-16
음주, 과로 운전 금지 .............................................1-16
밀폐된 차량 내 수면 금지 .......................................1-16
테일게이트 또는 도어가 열린 상태로 주행 금지 .......1-17
윈도우 또는 선루프 밖으로 신체 일부 내밀지 말 것 ..1-17
파워 윈도우 사용시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1-17
차량 하차시 지나가는 차량 주의  ............................1-18
안전한 주차 및 정차 ..............................................1-18
엔진 워밍업..........................................................1-19
주행 중 엔진 정지 금지 ..........................................1-1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1-19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금지 ..................................1-19
비포장 및 산길 운행 ..............................................1-19
눈길 및 빙판길 운행 ..............................................1-19
모래밭 및 진흙탕길 운행 .......................................1-20
언덕길 운행..........................................................1-20
물이 고인 도로나 하천 통과시의 운행 .....................1-20
고속도로 운행 ......................................................1-21
급격한 스티어링 휠 조작 금지 ................................1-21
밀폐 공간에서의 워밍업 또는 점검 금지 ..................1-21
교차로나 철도 건널목 통과시 주의 .........................1-21
차량에 위험 물질 적재 금지 ...................................1-22
소화기 비치..........................................................1-22
엔진 브레이크 사용 ...............................................1-22
시스템 보호 기능 (가속 페달 응답 지연) ..................1-22

X115_01.indd   1 2018-01-24   오전 10:08:11



안전 및 주의사항1
액세서리 부착 주의 ...............................................1-22
냉각수 점검시 각별한 주의 ....................................1-22
실내 환기 관리 주의 ..............................................1-22

차량 관리.............................................................. 1-23
당사 정비사업장 및 정비협력업체 이용 ...................1-23
블랙박스 장착시 주의사항 .....................................1-23
신차 길들이기 ......................................................1-23
순정부품 사용 ......................................................1-23
세차 ....................................................................1-24
범퍼 세척 .............................................................1-24
유리 손질 방법 및 관리 ..........................................1-24
차체 광택 .............................................................1-25
알루미늄 휠, 도금 휠 세척 ......................................1-25
내장품 손질..........................................................1-26
차량 키(스마트 키) 사용시 주의 사항 ......................1-26
엔진점검 경고등 ...................................................1-26

차량개조 및 변경에 관한 경고사항............................. 1-27

X115_01.indd   2 2018-01-24   오전 10:08:11



안전 및 주의사항 1-3

1

제작결함 안내

● 제작사	 :	쌍용자동차(주)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 연락처	 :	080-500-5582(고객센터)

귀하의 자동차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쌍용자동차(주)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는 소비자 불만 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자동차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의 자동차 결함 등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
전화 : 080-357-2500
인터넷 홈페이지 : 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

제작결함안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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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1-4

한국 소비자원 “비충돌 사고(Non-crash Incident)” 저감 경고사항

  경   고
문/트렁크/창문을 열고 닫을 때 신체 일부가 끼거나 부딪쳐 다칠 수 있습니다.

yy 문(도어)을y열고y닫을y때y손가락이나y머리y등y신체y일부가y끼거나y부딪쳐y크게y다
칠y수y있습니다.y절단과y같이y심각한y상해를y입을y위험이y있으니,y신체y일부가y끼
거나y부딪치지y않도록y확인y후y문(도어)을y열고y닫으십시오.

yy 트렁크를y열거나y닫을y때y손이나y머리y등y신체y일부가y끼거나y부딪쳐y다칠y위험이y
있습니다.y반드시y안전을y확인한y후y열거나y닫으십시오.

yy 트렁크는y일정y위치y이하y또는y이상에서y스스로y내려가거나y올라가므로y얼굴y머
리y등이y부딪히거나y손이y끼이지y않도록y항상y주의하십시오.

yy 유리창을y닫을y때는y뒷좌석y탑승자의y손이나y머리가y끼어있는지y반드시y확인하고y
작동하십시오.y특히y어린이의y머리가y끼는y경우y질식y등y중상해가y발생할y수y있으
므로y반드시y확인해야합니다.

yy 원터치y자동y닫힘y기능을y작동하지y않고y첫y번째y걸리는y높이에서y계속y당겨y유리
창을y올리는y상태에서는y물체끼임y인식y기능이y작동하지y않습니다.

yy 특히y어린이의y신체y일부가y놓여있는y경우y유리창에y일정한y힘(저항)이y가해지지y
않아,y끼임인식y기능이y작동하지y않을y수y있습니다.y창문을y닫기y전에y뒷좌석을y반
드시y확인하고y스위치를y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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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 1-5

1

한국 소비자원 “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 경고사항

  경   고
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의 사용은 탑승자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단클립
버클에y 삽입y 시y 안전벨트가y
착용된y것으로y인식되어y안전
벨트y 미착용y 경고등y 및y 경고
음y미작동

위해우려 용품 장착 차량의 충돌시험 결과 	
(2017.4.1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경고음 차단클립 사용 시 복합중상 가능성

※y조수석y설치y및y사용시

놀이방 매트 사용 시 복합중상 가능성

※y뒷좌석y설치y및y사용시

안전벨트 스토퍼
웨빙에y장착y시y리트랙터의y정
상적인y작동을y방해하여y안전
벨트y성능y저하

놀이방 매트
차량y뒷좌석에y장착y시y안전벨
트y및y카시트의y미착용을y유도

안전벨트 스토퍼 사용 시 복합중상 가능성

※y운전석y설치y및y사용시

안전벨트는y교통사고y발생y시y차량y탑승자의y생명·신체
를y보호하는y중요한y역할을y합니다.
또한,y국내의y교통y법규에y따라y모든y도로에서y탑승자y
전원이y안전벨트를y착용하여야y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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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1-6

환경보호

환경 관련 주의사항
당사의y환경y관련y정책은y총체적인y환경y보호
를y지향하고y있습니다.y이는y지구상에서y인류y
생존의y바탕이y되는y천연y자원을y최대한y아끼
고y자연과y인간의y요구를y조화롭게y만족y시키
는y방법이기도y합니다.
당사y 차량을y 환경y 친화적으로y 운행함으로
써y고객께서도y환경y보호에y기여하실y수y있
습니다.
연료y소비와y엔진y속도,y변속기,y브레이크y및y
타이어y마모는y다음의y두y가지y요인에y의해y
영향을y받습니다.

yy 운행y조건
yy 운전y습관

다음y내용을y준수하셔서y환경y보호에y동참해y
주시기y바랍니다.y

운행 조건
yy 천천히y출발하십시오.
yy 단거리y 주행은y 연료y 소비가y 많아지므로y

자제하십시오.
yy 타이어y 공기압이y 적정한지y 항상y 확인하

십시오.
yy 트렁크에서y불필요한y짐을y내리십시오.
yy 차량의y연비를y항상y점검하십시오.
yy 정기적으로y차량y점검을y받으십시오.
yy 정기y 점검은y 반드시y 당사y 정비사업장을y

이용하십시오.

운전 습관
yy 엔진y시동을y걸y때y가속y페달을y밟지y마

십시오.
yy 정차y중에y차량을y워밍업y하지y마십시오.
yy 앞차와의y안전y 거리를y 유지하면서y 주의y

깊게y운전하십시오.
yy 잦은y 가속(감속)이나y 급가속(급감속)을y

하지y마십시오.
yy 적당한y시기에y변속하고y각y단에서y엔진y

최고y회전수의y2/3를y초과하지y마십시오.
yy 장시간y 정차할y 때는y 엔진y 시동을y 끄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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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 1-7

1

차량 제원 단위:ymm

정면

후면

상면

측면

*y(yyy)y:y선택사양

1,600 
(1,590)

2,600

4,205

1,795

1,555

본y취급설명서는y최고급y사양을y바탕으로y제작되었으며,y실제y사양과y이미지가y다소y상이할y수y있습니다.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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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1-8

차량 제원(티볼리 에어) 단위:ymm

정면

후면

상면

측면

*y(yyy)y:y선택사양

1,635 
(1,605)

2,600

4,440

1,795

1,55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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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 1-9

1

구분 티볼리(G 1.6) 티볼리 에어(G 1.6) 티볼리(D 1.6) 티볼리 에어(D 1.6)

일반사항

전장y(mm) 4,205 4,440 4,205 4,440
너비y(mm) 1,795 1,795 1,795 1,795

높이y(mm) 1,600y 
(1,590y:y루프랙y미포함)

1,635 
(1,605y:y루프랙y미포함)

1,600 
(1,590y:y루프랙y미포함)

1,635 
(1,605y:y루프랙y미포함)

차량y총y중량y
(kg)

AT 1,735y(1,790) 1,780y(1,835) 1,820y(1,875) 1,860y(1,915)
MT 1,595y(1,600) 1,650y(1,655) 1,685y(1,690) 1,735y(1,740)

차량y중량y
(kg)

AT 1,410y(1,465) 1,455y(1,510) 1,495y(1,550) 1,535y(1,590)
MT 1,270y(1,275) 1,325y(1,330) 1,360y(1,365) 1,410y(1,415)

사용연료 휘발유 ← 경유 ←
연료탱크y용량y(ℓ) 47 ← ← ←

엔진
최대y출력 126ypsy/y6,000yrpm ← 115ypsy/y

3,400~4,000yrpm ←

최대y토오크 157yNmy/y4,600yrpm ← 300yNmy/y
1,500~2,500yrpmy ←

타이어y
및y휠

타이어y 
(규정y공기압)

16인치 205y/y60R16y(35ypsi) ← ← ←
17인치 205y/y55R17y(35ypsi) ← ← ←
18인치 215y/y45R18y(32ypsi) ← ← ←

휠
16인치 6.0yJy*y16y(PCDy:yΦy112) ← ← ←
17인치 6.5yJy*y17y(PCDy:yΦy112)y ← ← ←
18인치 6.5yJy*y18y(PCDy:yΦy112) ← ← ←

* (yyy)y옵션,y차량y중량y및y총y중량은y최대치를y기준으로y작성되었으며y차량y옵션y및y사양에y따라y다릅니다.
* PCDy(PitchyCircleyDiameter)y:y휠y볼트가y장착되는y홀(5개)의y중심선을y연결한y원의y지름y치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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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1-10

1. 엔진번호

운전석y도어를y열면y하단부y(B필라)에y부착y되
어y있으며,y본y차량이y대한민국y자동차y관리법
령에y적합하게y제작되었음을y알려드립니다.

3. 자기 인증 라벨

차량 식별

2. 차대번호

엔진룸y격벽(동반석측)에y타각되어y있습니다.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흡기y매니폴드y측y실린더y블럭y하단y면에y타
각되어y있습니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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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주의사항 1-11

1

일상 점검

운행 전 확인사항

yy 1일y1회y운행y전y점검을y하십시오.
yy 엔진y 냉각수,y 엔진y 오일,y 브레이크(클러

치)y액,y와셔액량,y벨트류의y이상y유무를y
점검하십시오.

yy 차량y하부의y누유,y누수를y점검하십시오.
yy 앞/뒷유리,y아웃사이드y미러,y인사이드y룸

미러를y깨끗이y닦아y주십시오.
yy 차량y외부에y운행에y방해가y되는y장애물

이y없는지y확인하십시오.
yy 각종y램프y작동y상태를y확인하십시오.

참   고
배터리, 라디에이터 누수등 육안으로 확인 가
능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십시오.

엔진룸 점검
냉각수 점검

평탄한y 장소에서y 엔진
이y충분히y냉각된y후y냉
각수y보조y탱크y표면의y
최대와y최소y사이에y냉
각수가y있는지y확인y후y
필요시y보충하십시오.

브레이크(클러치) 액 점검
브레이크(클러치)y 액
이y 최대와y 최소y 눈금y
사이에y 있y 는지y 확인y
후y 필요시y 보충y 또는y
점검y받으십시오.

와셔액 점검
와셔y탱크내y와셔액y확인y후y필요시y보충하
십시오.

엔진 오일 점검
평탄한y 장소에서y 시동
을y끄고y최소y5분이y경
과한y 후에y 오일y 레벨y
게이지의y 오일량이y 최
대와y최소y눈금y사이에y
있는지y확인y후y필요시y
보충y하십시오.

벨트류 점검
엔진y시동시y이상y소음
을y 확인y 하십시오.y 정
기y 점검y 및y 교환y 주기
표에y따라y당사y정비사
업장에서y점검y또는y교
환y하십시오.

  주   의
각종 오일류(냉각수)가 MIN(최소 눈금) 이하
로 줄어 들면 당사 정비사업장에서 점검 또는 
수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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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점검
yy 매일y운행y전에y타이어의y공기압은y항상y

적정y상태로y유지하여y주십시오.y타이어y
공기압이y 부족한y 상태에서y 고속y 주행하
면y스탠딩y웨이브y현상으로y인해y타이어
가y터져y차량y전복y등의y위험에y빠질y수y
있습니다.y

yy 운행y전y타이어의y트레드와y측면부에y마
모,y균열,y파손y등이y있는지y항상y점검하
십시오.

yy 휠y볼트y조임y상태를y확인하십시오.y조임y
상태가y불량y할y경우y사고의y위험이y있을y
수y있습니다.

참   고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
차량 주행 시에 정상적인 공기압을 가진 타이
어는 압착되었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현
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공기압이 부족한 상
태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압착이 많이 되
고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다시 노면과 타이
어가 닿게 됩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반복적
인 변형으로 인해 타이어가 단시간 내에 파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점검
주차 브레이크 점검

주차y 브레이크를y 작동
시켜y브레이크y작동y상
태를y확인y하십시오.
주차y 브레이크y 작동시y
노치수는y 7~8회가y 적
당합니다.

주차y브레이크가y정상y작동하지y않을y경우y가
장y가까운y정비사업장에서y점검y및y수리를y받
으신y후y운행하십시오.
스티어링y휠y유격,y혼y작동y여부,y와이퍼y작
동상태,y아웃사이드y미러y및y인사이드y룸y미
러y위치y조정,y도어y잠금y장치y작동y상태,y시
트y벨트y등을y점검하십시오.

계기판 점검
시동y스위치yONy상태
에서y계기판에y표시등y
및y경고등이y나타나는
지y확인하십시오.y또한y

각종y게이지(연료y게이지,y속도y게이지,y엔진y
회전수y게이지y등)를y확인하십시오.

페달류 점검
브레이크y페달,y클러치y페달,y
가속y 페달의y 작동y 상태를y 점
검하여y 평상시와y 비교y 하여y
페달의y 작동y 상태가y 이상y 할y
경우y가까운y정비사업장에서y
점검y받으신y후y운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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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직한 운전자세

시트, 헤드레스트, 스티어링 
휠, 미러등 조정

yy 시트,y 헤드레스트,y 스티어링y 휠,y 미러등
은y출발y전y조정을y완료y하신y후y운행하
십시오.y

yy 룸미러,y사이드y미러는y후방y시야가y잘y확
보될y수y있는y각도로y조정하십시오.y

yy 조절이y 가능한y 스티어링y휠은y 운전자의y
신체에y 알맞은y 높이와y 각도로y 조정하여y
운행하십시오.

yy 단거리y운행y중y추가로y조정이y필요한y경
우y반드시y안전한y곳에y정차하여y조정하
십시오.

운전석 주변 정리
운전석y 주변은y 항상y 깨끗하게y 유지하여y 주
십시오.y또한,y운전에y방해되는y물건을y방치y
하지y마시고,y출발y전에y반드시y정리y후y안전
운행하십시오.

  주   의
 y 빈 깡통이나 물건 등이 페달 밑에 있으면 

페달 조작이 불가능 하게 되어 매우 위험
합니다.

 y 바닥 매트가 고정되지 않거나 너무 두꺼우
면 페달 조작을 방해하여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운행y전y다음과y같은y바람직한y운전자세로y교
정한y후y안전운행하십시오.
1.y 운전석y시트에y앉아y엉덩이를y시트y깊숙

이y넣어y주십시오.
2.y 클러치y페달(수동변속기)/브레이크y페달 

(자동변속기)를y편하게y끝까지y밟을y수y있
는y거리로y운전석y시트y거리y및y높이를y조
절하십시오.

3.y 시트y백에y등이y완전히y밀착된y상태에서y
스티어링y휠y상단부에y손목이y걸쳐질y정
도로y시트y등받이와y스티어링y휠y길이y및y
높이를y조절하십시오.

4.y 헤드레스트y 중심이y 운전자y 귀y 상단부분
에y오도록y헤드레스트를y조절하십시오.

참   고
차량 사양에 따라 운전석 시트 및 스티어링 휠 
조작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의
슬리퍼나 하이힐 등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
는 신발은 신지 마십시오. 가속페달, 브레이
크 페달의 조작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의
시트, 헤드레스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인사이드 룸미러 조정은 주행 중에 실시
하면 운전에 방해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차량 출발 전에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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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 조절식y상부y어깨띠y고정y장치가y있는y차
량은y어깨띠y조절y장치를y체형에y맞게y조
절하여y시트y벨트를y착용하십시오.

yy 승차자y전원이y항상y시트y벨트를y착용하
도록y하십시오.

yy 신체가y좌석에y밀착한y상태에서y시트y벨
트를y착용하십시오.

yy 시트y 벨트y 착용이y 어려운y 어린이는y 어
린이y 전용y 보조시트를y 사용하여y 탑승시
키십시오.

시트 벨트 착용

  주   의
어깨 벨트 위로 팔을 빼서 시트 벨트를 착용하
지 마십시오.

  주   의
시트 벨트는 1인용이므로 2인 이상 착용하
지 마십시오.

  주   의
시트 벨트를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하여 느슨하
게 하지 마십시오.

  주   의
시트 벨트 래치는 해당 버클에만 끼워서 작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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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사용시 주의 및 위험사항

노약자, 유아, 어린이 탑승 시

yy 차y 안에y 유아,y 어린이,y노약자만을y남겨y
두지y마십시오.y유아나y어린이가y차량y내
부y장치를y만져y사고로y이어질y수y있습니
다.y또한y여름철에는y도어y및y윈도우를y닫
아y놓으면y실내의y온도가y높아져y질식사
할y수y있습니다.

yy 어린이가y시동y키,y각종y부대y장치y및y스위
치를y함부로y조작하지y못하게하십시오.y차
량y고장의y원인이y될y뿐만y아니라y임의적
인y조작으로y인하여y사고위험에y처할y수y있
습니다.y또한y도어,y윈도우,y선루프y등에y신
체y일부가y끼어y상해를y입을y수y있습니다.

yy 어린이나y유아,y노약자,y임산부를y에어백
이y장착된y차량의y앞좌석에y앉히지y마십
시오.y에어백이y팽창하면서y발생하는y충
격에y의해y심각한y부상을y입거나y사망에y
이를y 수y 있습니다.y 어린이와y 유아는y 보
호자와y함께y뒷좌석에y태우고y반드시y시
트y벨트나y안전y장구를y착용시키십시오.

에어백 장착 차량 주의사항
yy 에어백y장착y부위에는y손이나y다른y물건

으로y충격을y가하지y마십시오.
yy 에어백y시스템은y보조y안전장치로서y시트

벨트를y올바르게y착용했을y경우에만y부상
을y최소화y할y수y있습니다.

yy 에어백y 장착y 부위에는y 물건등을y 올려놓
거나y스티커y및y기타y액세서리를y부착하
지y마십시오.y에어백y전개시y부상을y입을y
수y있습니다.

yy 에어백y시스템은y장치에y이상이y없더라도y
장착일로부터y10년이y경과하면y반드시y점
검을y받아야y합니다.

yy 에어백y시스템의y점검y및y교환은y반드시y
당사y 정비사업장의y 전문y 기술자에y 의해y
이루어져야y합니다.

yy 에어백y 시스템의y 어떠한y 부분도y 임의로y
개조하거나y 기타y 전기장치를y 부착하지y
마십시오.

yy 유아y및y어린이용y안전장구를y에어백y장
착y차량에y설치하려면y반드시y리어y시트
에y설치하십시오.y프런트y시트에y설치하
면y에어백이y작동할y때y승차자가y심각한y
부상을y입거나y사망에y이를y수y있습니다.

yy 작동된y 에어백은y 재사용이y 불가능하니y
교환하십시오.

yy 에어백이y작동되고y난y후에는y관련y부품
이y뜨거울y수y있으니y주의하십시오.

yy 신장이y140ycmy이하의y승차자는y리어y시
트에y앉히십시오.

yy 애완(반려)동물이y앞y좌석에y탑승할y경우y
에어백y팽창y시y부상을y당할y수y있습니다.y
애완(반려)동물y 탑승y 시y 전용y 구속장치
(끈)를y 사용하여y 뒷좌석에y 고정하여y 탑
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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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유아는 보호장구와 
함께 뒷좌석 탑승

  경   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며 안
전벨트나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고, 실내
에서 뒷좌석 도어를 열 수 없도록 어린이 보호
용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십시오. 만약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제동 또
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 과로 운전 금지

yy 장시간y 운전을y 하지y 마십시오.y 휴식을y
취하지y 않고y 장시간y 운전할y 경우y 졸면
서y운전하게y되어y사고를y유발합니다.y안
전을y 위해y 최소한y 2시간마다y 휴식을y 취
하십시오.

yy 음주y운전을y하지y마십시오.y음주y상태에
서는y판단력이y흐려져y안전운전을y할y수y
없습니다.y 또한y 상대y 차량y 탑승자의y 생
명을y위험에y빠뜨리는y위법행위입니다.

yy 약물y복용y후의y운전은y복용한y약물의y종
류와y양에y따라y음주y운전보다y더y위험할y
수y있으므로y약물y복용y후에는y차량을y운
전하지y마십시오.

밀폐된 차량 내 수면 금지

yy 주/정차y중y창문을y닫은y상태로y차량y내에
서y수면을y취하지y마십시오.y특히,y시동을y
켜고y에어컨이나y히터를y작동시킨y상태에
서y차량y내에y오래y있거나y수면을y취하면y
질식사할y위험이y있습니다.

yy 밀폐된y공간에서y시동을y켜고y수면을y취
하면y 배기가스로y 인해y 질식사할y 위험이y
있습니다.

yy 차량y내에서y수면을y취하는y중에y무의식
적으로y기어y선택레버나y가속페달을y조작
하여y사고가y발생할y수y있습니다.

yy 차량y시동을y켜y놓은y상태에서y수면을y취
하면서y가속페달을y밟고y있을y경우y엔진y
및y배기관이y과열될y수y있으며y이로y인해y
화재가y발생할y수y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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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일게이트 또는 도어가 열린 
상태로 주행 금지

yy 테일게이트가y열린y상태에서y주행하지y마
십시오.y열린y상태로y주행하면y배기가스
가y차량y내로y유입되어y가스y중독을y유발
할y수y있습니다.

yy 테일게이트가y열린y상태에서y주행하면y실
내의y물건이y차량y밖으로y이탈되어y사고
를y유발할y수y있습니다.

yy 도어가y 열린y 상태에서y 주행하면y 승차자
가y차량에서y떨어져y심각한y부상을y입을y
수y있습니다.

yy 주행y시에는y도어가y잠겨진y상태에서y주
행하십시오.y 무의식적으로y 또는y 미숙한y
어린이의y 조작으로y 도어y 손잡이를y 조작
하여y도어가y열리면y심각한y사고y위험에y
처할y수y있습니다.

윈도우 또는 선루프 밖으로 신
체 일부 내밀지 말 것

파워 윈도우 사용시 신체 일부
가 끼지 않도록

운행y중y또는y정차y중y윈도우y또는y선루프y밖
으로y신체y일부를y내밀지y마십시오.y지나가는y
차량이나y외부의y장애물에y의해y부상을y입을y
수y있습니다.y또한y윈도우나y선루프y작동시y신
체y일부가y끼지y않도록y하십시오.

yy 뒷좌석에y어린이가y승차한y경우,y앞좌석
에서y뒷좌석y윈도우를y올리거나y내릴y때
는y탑승자의y신체y일부가y끼지y않았는지y
확인한y후y스위치를y작동하십시오.

yy 뒷좌석에y어린이가y승차한y경우,y운전석y
도어의y윈도우y잠금y스위치를y눌러y뒷좌
석에서y윈도우를y열고y닫을y수y없도록y하
십시오.

yy 윈도우를y열고y머리,y손y등y신체y일부를y
내밀지y마십시오.

yy 파워y 윈도우를y 작동하기y 전에는y 반드
시y 안전y 여부를y 직접y 확인한y 후y 작동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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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차시 지나가는 차량 주의 안전한 주차 및 정차
yy 실내에y 유아나y 어린이만y있는y 상태에서y

도어y및y윈도우를y잠그고y차량을y떠나지y
마십시오.y장난에y의한y사고의y위험이y있
습니다.y특히,y여름철에는y도어y및y윈도우
를y닫아y놓으면y실내의y온도가y높아져y질
식할y수y있습니다.

yy 주차시에는y 반드시y 주차y 브레이크를y 작
동시키십시오.

yy 언덕길y주/정차시에는y반드시y주차y브레
이크를y작동시키고,y바퀴에는y고임목을y설
치하십시오.y이때,y자동변속기y차량은yP 
(주차)단,y수동변속기y차량은y1단(오르막y
주/정차시)y또는yR(내리막y주/정차시)y위
치에y변속y레버를y놓으십시오.

yy 자동변속기y 차량인y 경우에도y P(주차)위
치를y 주차브레이크y 대용으로y 사용하지y
말고y주/정차시에는y반드시y주차y브레이
크를y확실히y작동시키십시오.y

yy 급경사로y에서의y주/정차를y피하십시오.
yy 습기가y많고y통풍이y잘y되지y않는y장소에

는y가급적y주차하지y마십시오.
yy 가연성y물질이y있는y장소에y주/정차y하지y

마십시오.y배기관y주위가y뜨거워y화재가y
발생할y수y있습니다.

차량에서y 하차시y 후방이나y 전방을y 확인하
여y지나가는y차량이나y행인이y없을y때y하차
하십시오.
후방에서y오는y차량이나y오토바이y등을y확인
하지y못한y채y도어를y열고y하차할y경우y사고
를y당할y위험이y있습니다.

yy 차량y배기관이y벽y등에y너무y가까운y상태
로y장시간y워밍업이나y고속y공회전을y하
면y배기가스의y열에y의해y벽y등이y변색되
거나y화재의y위험이y있습니다.y충분한y거
리를y유지하십시오.

yy 차량y실내에는y고가의y소지품이나y귀중품
을y넣어y두지y마시고,y차량을y떠날y때는y항
상y모든y도어와y테일게이트를y잠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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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진 워밍업
yy 엔진y 시동y 후y 곧바로y 출발하면y 엔진y 수

명이y단축될y수y있으니y자재하십시오.y공
회전y상태에서y워밍업y후y출발하십시오.

yy 워밍업은y외부y온도에y따라y적절한y시간y
동안y실시하십시오.y수온y게이지가y움직이
기y시작할y정도로만y실시하십시오.

yy 장시간의y워밍업은y연료y소비를y증가시키
고,y대기y오염을y유발합니다.y대기y오염을y
줄이기y위한y최적의y권장y워밍업y시간은y
2분y이내입니다.

yy 밀폐된y 공간에서y 워밍업을y 하지y 마십시
오.y배기가스에y의해y배기가스y중독을y유
발할y수y있습니다.

 워밍업시y가속페달을y밟아y엔진y회전수를y
급격하게y올리지y마십시오.

주행 중 엔진 정지 금지
주행y중에는y절대로y시동을y끄지y마십시오.y
스티어링y휠이y무거워지고,y브레이크y성능이y
떨어져y대단히y위험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운전y중의y휴대전화y사용y및yDMBy시청은y운
전자의y주의를y분산시키고y집중력을y저하시
켜y사고y발생의y원인이y됩니다.y불가피할y경
우에는y차량을y안전한y장소에y주/정차y후y휴
대전화를y사용하시기y바랍니다.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금지
급가속,y급출발,y급제동을y하지y마십시오.y급
가속,y급출발y및y급제동은y연료y소모를y증가
시키고,y사고를y유발시킬y수y있습니다.y가속y
또는y감속은y부드럽게y하십시오.

비포장 및 산길 운행
yy 주행y전y도로가y끊긴y곳은y없는지,y중간에y

차량이y회전할y공간은y있는지y등의y도로y
상태를y확인하십시오.

yy 모래가y많은y곳,y흙이y많은y건조한y도로는y
미끄러지기y쉬우므로y저속으로y일정한y속
도를y유지하십시오.

yy 산길의y도로y바깥쪽은y붕괴y위험이y있으
므로y주의하여y운행하십시오.

yy 급경사를y내려갈y때는y저단으로y엔진y브
레이크를y사용하여y천천히y내려오십시오.

눈길 및 빙판길 운행
yy 가능한y 저단y 기어를y 선택하고y 저속으로y

운행하십시오.
yy 평상시보다y제동거리가y길어지므로y앞차

와의y거리를y충분히y유지하십시오.
yy 급가속,y급제동을y할y경우y차량이y미끄러

져y사고가y날y수y있으므로y주의하고,y제동
시에는y엔진y브레이크를y사용하여y차량속
도를y충분히y감속한y후에y제동하십시오.

yy 노면이y미끄러운y내리막길에서는y저속으
로y운행하십시오.

  주   의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시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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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밭 및 진흙탕길 운행
yy 가능한y 저속으로y 일정한y 속도를y 유지하

십시오.
yy 주행y 중y 급가속하거나y정지하면y모래나y

진흙에y빠질y수y있으므로y주의하십시오.
yy 차량이y모래나y진흙에y빠진y경우에는y빠

진y바퀴y밑에y돌이나y나무판y등을y고이고y
빠져y나오거나,y가속y페달을y천천히y밟으
면서y선택레버y또는y기어y선택레버를y후
진과y전진y위치로y부드럽게y반복하면서y관
성을y이용하여y빠져y나오십시오.

  주   의
차량이 모래나 진흙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과
도하게 가속페달을 밟으면 타이어가 슬립 되
어 변속장치 및 관련구동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다른 차량으로부터 견인
조치를 받으십시오.

언덕길 운행
도로조건에y따라y선택레버y또는y기어y선택레
버를y저단으로y변환하십시오.

  주   의
고속 주행 중 갑자기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 엔
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변속이 가능한 속도
까지 감속시킨 후에 저단으로 변속하십시오.

  경   고
 y 도로가 얼었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에서 

갑자기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 차량이 미끄러
져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속시킨 후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y 긴 내리막길에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으
면 브레이크 장치의 과열로 제동성능이 저
하되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긴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와 함께 엔진 브레
이크를 이용하십시오.

물이 고인 도로나 하천 통과시
의 운행

yy 물이y고인y도로나y하천y통과시y전기y계통
이나y엔진에y물이y들어가면y차량에y치명
적인y손상을y줄y수y있으므로y가능하면y수
중y주행을y하지y마십시오.

yy 부득이하게y물이y고인y도로나y하천을y통
과할y때는y배기구가y물에y잠기지y않을y정
도의y얕은y곳을y선택해y일정한y속도로y천
천히y건너십시오.

 하천을y통과하기y전y차에서y내려y직접y하
천의y바닥상태를y점검한y후y바닥이y모래
로y된y곳이나y큰y돌y등이y있는y곳으로는y
건너지y마십시오.

yy 여러y 차량이y 함께y 건널y 경우y 앞차가y 지
나간y 자리는y 바닥이y 파여y 있을y 수y 있으
므로y 주의하시고y 가능하면y 다른y 곳으로y
건너십시오.

▶	물이 고인 도로나 하천 통과시 주
의 사항

yy 물이y고인y도로나y하천y통과y도중에y시동
이y꺼지면y그y자리에서y재시동하지y말고y
견인하도록y하십시오.

yy 에어클리너를y통해y엔진y내부로y물이y들
어가지y않도록y특히y주의하십시오.

yy 물이y고인y도로나y하천y통과y중에는y절대
로y기어변속을y하지y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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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고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제동 성
능이 저하되므로, 물이 고인 도로나 하천 통과 
후에는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브레이크
를 가볍게 여러번 작동시켜 이때, 발생하는 마
찰열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건조시키고 브레이
크 성능을 확인한 후에 운행하십시오.

▶	물이 고인 도로나 하천 통과후의 
차량 점검

yy 차량y하부의y오일y및y그리스y주입y부위를y
확인하고y이상이y있으면y즉시y점검을y받
으십시오.

yy 램프류나y기타y전기장치를y점검하고y필요
시y교환y및y점검을y받으십시오.

yy 차체나y하체y부위에y손상된y곳은y없는지y
확인하고y이상이y있으면y즉시y점검을y받
으십시오.

yy 차체에y이물질이y많이y묻은y경우에는y차
체y보호를y위해y세차를y하십시오.

고속도로 운행
yy 고속도로y운행y 전에는y 기상정보를y미리y

청취하시고y연료량,y브레이크y계통,y냉각
계통,y타이어y등의y점검y및y정비를y철저
히y하십시오.

yy 항상y 지정속도를y 지켜y 운행하시고y 과속
을y하지y마십시오.

yy 앞차와의y 안전거리를y 충분히y 유지하시
고,y급격한y스티어링y휠y조작을y하지y마
십시오.

yy 악천후시에는y앞차와의y안전거리를y평소
보다y2배y이상y유지하고y속도는y절반y이
하로y감속하여y운행하십시오.

  주   의
 y 장시간 엔진을 공회전시키지 마십시오. 연

료가 낭비되고 대기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y 출발 후 2km 정도는 가급적 저속으로 운

행하십시오.
 y 불필요한 물건을 싣지 마십시오.
 y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시고, 정속 주

행을 하십시오.
 y 장시간 주, 정차시에는 시동을 끄십시오.
 y 타이어 압력을 규정 공기압으로 유지하

십시오.
 y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차량

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십시오.

급격한 스티어링 휠 조작 금지
스티어링y 휠을y 급격하게y 조작하면y 차량y 주
행y상태가y불안정해져y사고y위험에y처할y수y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워밍업 또는 
점검 금지
주위가y밀폐되어y환기가y되지y않는y장소에서y
장시간y엔진y시동을y걸어y놓으면y배기가스로y
인해y중독될y위험이y있습니다.y엔진y워밍업시
에도y배기가스가y발생하므로y통풍이y잘되는y
곳에서y워밍업을y하십시오.

교차로나 철도 건널목 통과시 
주의
교차로나y철도y건널목을y통과할y때는y우선y멈
추어y안전을y확인한y후,y가급적y변속하지y말고y
저단y기어를y사용하여y신속히y빠져y나오십시
오.y교차로나y건널목y한y가운데에서y시동이y꺼
졌을y경우에는y주변y사람들의y도움을y받아y차
량을y신속히y안전한y장소로y이동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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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위험 물질 적재 금지
차내에y휘발유,y부탄y가스,y1회용y가스y라이
터y등y인화y물질y또는y폭발성y물질을y두지y마
십시오.y실내y온도y상승시y용기가y파열되어y
화재가y발생할y수y있습니다.

소화기 비치
소화기는y화재y발생시y초기y진화를y위한y필
수품입니다.y소방기구y판매업소에서y구입하
여y비치하는y것이y좋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사용
긴y내리막길y운행시에는y상황에y따라y저단y변
속하면서y엔진y브레이크와y풋y브레이크를y동
시에y사용하십시오.y과도한y풋y브레이크y사
용은y브레이크y계통의y과열로y인한y“페이드”y
또는y“베이퍼y록”y현상y등을y유발시켜y제동y
성능을y떨어뜨립니다.

페이드(Fade) 현상
긴y내리막길에서y브레이크를y과도하게y사
용했을y때y브레이크y마찰면의y온도가y상
승하여y마찰력이y저하되고y브레이크y작동y
효과가y감소되는y현상을y말합니다.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
긴y내리막길에서y브레이크를y과도하게y사
용했을y때y유압식y브레이크의y휠y실린더나y
브레이크y파이프내의y브레이크y액에y기포
가y생겨y페달을y밟아도y충분한y유압을y전
달하지y못하여y브레이크가y작동하지y않는y
현상을y말합니다.

시스템 보호 기능 (가속 페달 
응답 지연)
주행y중y가속y페달을y밟은y상태에서y브레이
크y페달을y밟지y마십시오.
밟을y경우y차량y구동시스템에y영향을y주어y가
속y페달의y응답이y지연될y수y있습니다.y이러
한y증상은y차량y시스템을y보호하기y위한y안
전기능입니다.y브레이크를y밟지y않은y상태에
서y가속y페달을y한번y밟았다가y떼면y증상이y
사라집니다.

액세서리 부착 주의
차량y유리에y액세서리등y불필요한y물건을y부
착하지y마십시오.
운전에y방해가y되며,y부착된y액세서리가y렌즈y
역할을y하게y되어y화재를y일으키는y등y예기치y
못한y사고가y발생될y수y있습니다.

냉각수 점검시 각별한 주의
엔진이y뜨거울y때는y절대로y냉각수y보조탱크y
캡을y열지y마십시오.
뜨거운y증기나y냉각수가y분출되어y얼굴y또는y
신체y부위에y화상을y입을y수y있습니다.

실내 환기 관리 주의
구입y후y1년y이내의y신차인y경우y차량을y장시
간y직사광선에y노출되는y곳에y주차한y뒤y차
량에y탑승하거나,y실내공기가y순환되지y않는y
경우에는y두통y및y어지러움을y유발할y수y있
는y 휘발성y 유기y 화합물(Volatiley Organicy
Compounds)이y방출될y수y있습니다.y차량y
탑승y전y탑승객의y건강과y쾌적한y실내y환경을y
위해y신선한y공기가y유입될y수y있도록y가급적y
외기y모드를y선택y또는y창문을y열어y주기적으
로y실내공기를y환기시켜y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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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관리

당사 정비사업장 및 정비협력
업체 이용
차량y점검y및y수리는y당사y정비사업장이나y정
비협력업체를y이용하시기y바랍니다.y타사y및y
기타y정비업체를y이용하면y보증수리를y받으
실y수y없음은y물론y그로y인해y발생하는y문제
에y대해서는y보증이y되지y않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시 주의사항
차량의y블랙박스를y상시y전원으로y장착하여y
사용시y장기간y차량y운행을y하지y않을y경우y
배터리y방전이y될y수y있습니다.
(장기간y미운행시y블랙박스y전원을yOFF해두
시기y바랍니다.)

순정부품 사용
yy 귀하의y 차량은y 순정부품을y 사용해야만y

안전하고y 최상의y 성능이y 유지될y 수y 있
습니다.

yy 순정부품의y확인은y품번y스티커와y홀로그
램y등으로y구별하실y수y있습니다.

  주   의
 y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차량 고장

에 대해서는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y 순정부품은 부착된 홀로그램으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순정부품 스티커

순정부품 스티커

순정부품 홀로그램

신차 길들이기
신차y길들이기가y반드시y필요하지는y않지만y
차량출고y후y처음y1,000kmy까지의y주행y거
리는y차량의y수명과y성능에y크게y영향을y미
치므로y이y기간y동안에는y다음과y같은y점에y
유의하여y운행하십시오.

yy 가급적y엔진이y정상y작동y온도에y도달한y
후y출발하십시오.

yy 과속,y급가속,y급제동,y과도한y엔진y공회
전을y하지y마십시오.

yy 속도에y알맞게y변속하십시오.
yy 경사로y주행y시에는y엔진에y과부하가y걸

리지y않도록y주행하십시오.
yy 차량의y 총y 주행y 거리가y 1,000kmy 미만

인y 신차일y 경우에는y 트레일러를y 견인하
지y마십시오.y트레일러를y견인할y경우y초
기y1,000km까지는y80km/hy이상의y속
도로y주행하거나y가속y페달을y끝까지y밟
고y출발하지y마십시오.y그렇지y않으면y과
부하로y인해y엔진y또는y다른y부품이y손상
될y수y있습니다.

yy 초기y 5,000km까지의y 주행에서는y 엔진
오일량을y자주y점검하고,y부족시y보충해y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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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염분이y 많은y 해안지대,y 겨울철y 염화칼슘을y
뿌린y도로,y매연이나y콜타르가y많은y지역,y진
흙이나y먼지y등이y상당히y많은y지역을y주행
하거나y나무의y수액,y새의y배설물이y차체에y
묻었을y경우에는y차체가y부식될y우려가y있으
므로y신속히y세차하십시오.
세차는y 직사광선을y 피하여y 그늘진y 곳에서y
실시하시고,y 만일y 차량을y 직사광선y 아래에y
주차했다면y 세차y 전에y 차량을y 충분히y 식혀y
주십시오.

yy 찬y 물로y 차체에y 묻은y 먼지를y 씻어y 내십
시오.

yy 물통에y 찬물과y 세제를y 섞은y 다음,y 부드
러운y 브러시나y 스폰지y 또는y 천을y 이용
하여y 차량을y 윗부분에서y 아래쪽으로y 닦
으십시오.

yy 차체에y콜타르나y나무y수액y등의y이물질
이y묻어있는지y점검하여y도장면이y손상되
지y않도록y씻어내십시오.

yy 부드러운y천으로y물기를y제거하고y긁히거
나y도장면이y손상된y부분은y부식의y원인
이y되므로y보수용y페인트로y보수하십시오.

yy 고압y세차시y고압y세차건과y차량과의y이
격y거리를y많이y두십시오.y만약y이격y거리
가y너무y가까울y경우y높은y압력에y의해y범
퍼의y센서류y고장y및y판넬류의y도장면에y
손상을y줄y수y있습니다.

  주   의
 y 세차는 일반적인 손/자동 세차를 하시고 

차량의 성능유지 관리 차원에서 고압세차
는 가급적 피해 주십시오. 고압세차는 높
은 수압에 의해 차체 외관의 센서류 고장 및 
판넬류의 도장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압세차를 할 경
우에는 고압 세차건과 차량과의 이격 거리
를 충분히 두어 차량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y 엔진 룸 내부를 물세척(고압 세차등)을 할 경
우 엔진 룸 내부에 있는 전자기기 장치(각종 
센서) 및 에어 덕트를 통해 엔진 내부로 물
이 유입되어 각종 전자기기의 오작동 및 차
량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범퍼 세척
yy 스폰지y 등을y 사용하여y 오물을y 씻어내십

시오.
yy 범퍼에y 엔진y 오일과y 같은y 오일y 등이y 묻

었을y경우에는y비눗물로y닦아내십시오.

  주   의
연마제가 함유된 왁스나 브러시를 이용하여 차
체나 범퍼를 닦지 마십시오. 사용할 경우, 표
면이 손상됩니다.

유리 손질 방법 및 관리
yy 유리는y유리y세정액과y부드러운y천을y사

용하여y실내측y및y실외측을y깨끗이y닦아
주십시오.

yy 유리y청소y시에y열선이y손상되지y않도록y
주의하십시오.

yy 앞유리y&y뒷유리에y코팅y또는y썬팅(금속
성y 썬팅지)을y 할y경우y하이패스y시스템,y
레인센서y 및y 오토라이트(장착y차량),y 라
디오y수신y등이y정상적으로y작동하지y않
을y수y있습니다.

yy 자동세차기를y이용하여y세차한y경우,y세
정액에y포함된y코팅(왁스)성분이y유리면
에y흡착되어y건조되면y잘y닦이지y않으므
로y와이퍼y와셔y작동스위치를y2~3회y작동
시켜y와셔액에y포함된y세정성분으로y코팅
(왁스)성분을y제거하여y주십시오.y

  주   의
앞유리 & 뒷유리를 기름이나 왁스가 묻은 걸
레로 닦을 경우
 y 와이퍼 작동시 떨림과 이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y 우천시에 앞유리 & 뒷유리가 잘 닦이지 않

을 수 있습니다. 
 y 야간 주행시 빛이 반사되어 시야 확보가 불

량해져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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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체 광택
1.y 왁스를y칠하기y전에y반드시y차체에y묻어있

는y먼지나y물기를y제거하십시오.
2.y 부드러운y천에y왁스를y조금y묻혀서y차체

에y 골고루y 칠한y 다음,y 넓은y 범위를y 동일
한y방향으로y문지르며y광택을y내십시오.

3.y 차체에y 묻어있는y 왁스를y 완전히y 제거하
십시오.

  주   의
 y 연마제가 함유된 왁스를 사용하면 도장면.

(범퍼 표면 포함)이 손상됩니다. 
 y 이를 이용하여 차체의 광을 내거나 세척하

지 마십시오.

yy 당사에서y출고되는y모든y차량의y앞
유리y&y뒷유리는y적정y기준의y가시
광선y 투과율로y 제작되어y 공급되고y
있습니다.y별도의y썬팅y작업시y가시
광선y투과율이y낮아져y법적y규제대
상이y될y수y있으니y썬팅y작업은y하
지y마십시오.

yy 앞유리y&y뒷유리에y썬팅y작업시y작
업용액이y 전기(전자)y 장치로y 흘러y
오작동y 및y 작동불량을y 초래할y 수y
있습니다.

yy 앞유리y&y뒷유리(열선y장착y차량)에y
출고y상태와y다른y임의의y개조y및y썬
팅을y할y경우,y칼y또는y작업y도구에y
의해y열선이y손상되어y작동되지y않
거나y전기적y충격에y의해y손상될y수y
있습니다.

yy 앞유리y &y뒷유리에y 과도한y썬팅을y
할y 경우,y 야간y 주행이나y 우천시y 전
후방y시인성이y저하되어y예기치y못
한y위험에y처할y수y있습니다.

yy 프런트y 카메라(FCM)y 감지부위에y
썬팅을y하지y마십시오.관련y시스템
이y 오작동y 및y 정상y 작동하지y 않을y
수y있습니다.

유리 썬팅시 경고사항 알루미늄 휠, 도금 휠 세척
yy 세척시y휠y표면을y손상시킬y수y있으니y마

찰세제,y광택제,y솔벤트,y와이어y브러시,y
고속y세차y브러시를y사용하지y마십시오.

yy 산이나y알카리성y세제y사용시y휠y표면이y
손상될y 수y 있으니y 중성세제를y 사용하여y
휠을y세척하십시오.

yy 염분이y있는y도로를y주행하였을y경우y휠
이y부식되지y않도록y세척해y주십시오.

  주   의
 y 산이나 알카리성 세제로 알루미늄 휠이나 

도금 휠을 세척하면 휠의 도장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y 세차시 강한 세정제는 변색이 우려되니 반
드시 천연 세정제를 사용하며 사용 중 부주
의에 의한 휠 변색은 무상보증 수리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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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키(스마트 키) 사용시 주
의 사항

yy 복제y키를y사용하지y마십시오.y복제y키를y
사용할y경우y시동y키가y시동y후y복귀되지y
않아y시동y모터가y계속y돌면서y관련배선의y
과부하를y유발할y수y있으며,y이로y인해y차
량에y화재가y발생할y수y있습니다.

yy 스마트y 키를y 분실하지y 않도록y 주의하시
고,y키를y분실하였거나y도난y당했을y경우
에는y차량y분실방지를y위해y키셋트(Keyy
Set)y전체를y교환하여y주십시오.

yy 스마트y 키를y 던지거나,y 높은y 곳에서y 떨
어뜨리면y 손상되오니y 주의하십시오.y 또
한y물에y빠뜨리지y않도록y주의하십시오.

yy 스마트y키의y배터리는y반드시y동일y규격
품으로y교환하시고,y음극y(-)과y양극y(+)이y
바뀌지y않도록y주의하십시오.

엔진점검 경고등

엔진의y연료y시스템이나y주요y전기장치에y이
상이y발생하면y계기판의y엔진y점검y경고등이y
점등됩니다.y이때,y엔진y구동력이y감소하거나y
엔진시동이y꺼지는y증상이y나타날y수y있습니
다.y이와y같은y현상이y나타나면y당사y정비사
업장에서y점검y및y정비를y받으시기y바랍니다.

내장품 손질
일반적인y 청소시에는y 마른y 걸레를y 사용하
십시오.

yy 플라스틱과y같은y합성수지y세척시에는y미
지근한y물과y비누를y사용하여y닦은y다음,y
비누를y묻히지y않은y젖은y걸레로y깨끗이y
닦아내십시오.

yy 마른y걸레를y사용하여y물기가y없도록y닦
아내십시오.

yy 매트,y 시트의y 먼지는y 진공y 청소기로y 제
거하십시오.

yy 매트의y오염이y심할y경우에는y세제를y뿌
리고y헝겊으로y닦아내십시오.

  주   의
 y 내장품 청소시에 화학 약품을 사용하면 내장

품의 색상이나 형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y 내장품 세척시에는 아세톤, 에나멜, 표백제

와 같은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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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개조 및 변경에 관한 경고사항

차량개조는 하지 마십시오.

출고y당시의y차량상태와y다르게y개조한y경
우y개조한y부위는y물론,y개조가y원인이y되어y
발생한y문제에y대해서는y보증수리y기간내y
일지라도y보증수리를y받으실y수y없습니다.
고객y여러분이y구입하신y차량은y많은y연구
와y테스트를y거친y수많은y정밀y부품들이y유
기적으로y연관되어y작동하며,y어느y한y부분
을y임의로y개조하거나,y변경y장착할y경우,y관
련부분의y성능저하y또는y과부하로y인하여y
차량y고장발생은y물론,y이로y인하여y치명적
인y인명y손상을y입을y수y있습니다.

고객y임의대로y차량y성능y증대y또는y미관y개
선등의y이유로y엔진을y포함한y구동y계통의y
튜닝을y하지y마십시오.

yy 엔진y 및y 배기y 계통을y 임의대로y 튜닝
할y경우

출력y증대y또는y배기음의y조정등을y위해y차
량y연료y공급y계통y및y흡/배기,y전기y계통의y
설정값을y임의대로y조정y또는y규격y이외의y
부품으로y교체하거나y추가할y경우,y국내y법
규에y저촉될y수y있으며,y차량y내구성에y심
각한y문제를y초래할y수y있습니다.

특히,yLPGy차량으로의y개조는y차량y성능y및y
내구성에y심각한y악영향을y미칠y수y있으며,y
엔진y계통뿐만y아니라,y변속기y전체y및y차륜y
정렬에y대해서y보증y제외됩니다.
타이어y부분의y미관y개선등의y이유로y휠더
스트y커버(Wheelydustycover)등을y설치
할y경우,y제동시y발생하는y마찰열을y원활히y
방출하지y못해y베이퍼y록(VaporyLock)이
나,y 페이드(Fade)y 현상을y 유발하여y 제동y
성능y 감소로y 인한y 심각한y 문제를y 초래할y
수y있습니다.
복제y키를y사용하지y마십시오.
시중에서y키를y복제하여y사용할y경우,y시동
시y키y실린더의y작동y불량으로y인하여y시동y
모터가y제대로y복귀하지y않아y시동y모터가y
계속해서y회전하여y관련y배선의y과부하y및y
손상을y유발할y수y있으며,y이로인해y차량에y
화재가y발생할y수y있습니다.

카오디오y시스템의y개조,y무선통신기,y후방y
카메라,yTV,y원격y시동장치와y같은y전장품
을y추가로y설치하지y마십시오.
본y차량의y전기y시스템은y규격y전장품의y설
치를y위한y전기배선,y퓨즈y등으로y구성되어y
있습니다.y추가y장착하려는y전장품의y배선y
또는y장치를y설치하기y위해서y기존y배선에y

여러개의y전기y배선y등을y연결하여y사용할y
경우,y정격y용량y이상의y부하가y걸려y전장
품의y소손은y물론,y과부하로y인한y화재의y위
험이y있으므로y설치를y하지y마십시오.y또한,y
안테나y설치를y위한y드릴y작업으로y차체에y
녹이y발생할y수y있습니다.

규격y이외의y타이어나y휠y또는y관련y부품등
을y장착하지y마십시오.
차량y규격보다y폭이y넓거나,y직경이y더y큰y
타이어y등y규격에서y벗어난y타이어를y장착
할y경우,y스티어링y휠y조작시y또는y비포장y
도로y주행시y타이어와y인접된y부분이y서로y
접촉하여y동력y전달y계통의y마모와y손상y등
을y가져올y수y있을y뿐만y아니라,y연료y소비y
과다,y제동거리의y증가,y차체y떨림,y스티어
링y휠y조향성y저하로y인한y주행y성능y불량
을y초래합니다.y또한,y속도계y및y적산계에y
영향을y주어y부정확한y주행y속도가y표시되
거나y실주행y거리보다y더y운행한y것으로y표
시될y수y있으며y자동변속기y차량인y경우,y변
속시y충격이y발생할y수y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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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y시중에서y유통되는y선루프y장착y또
는y컬러y유리로y교체하지y마십시오.
차량y 루프(지붕)y 등을y 절개하여y 선루프를y
장착할y 경우,y 절개부분에서y 녹y 발생y 또는y
누수와y같은y문제점이y발생할y수y있습니다.y
또한,y외관y향상y및y자외선y차단을y목적으
로y차량y출고y후,y칼라y유리를y장착하는y경
우가y있는데y이와y같은y경우에y누수y등과y같
은y문제점이y발생할y수y있으므로y추가로y장
착하지y마십시오.

임의로y차량y실내y바닥,y시트를y개조하거나y
교환하지y마십시오.

yy 차량y 실내y 바닥에y 장판y 등을y 새로y 장
착할y경우

쿠션감y향상y또는y청소y용이의y목적등으로y
시트를y탈거한y상태에서y차량y실내y바닥에y
장판y등을y장착하는y경우가y있는데,y이것
은y각종y전자y시스템y컨트롤y유니트y및y전
기y배선의y손상은y물론,y시트가y앞뒤로y움
직일y수y있는y시트y레일의y기능을y방해할y수y
있습니다.y또한,y시트y위치를y고정해주는y잠
김y작용이y제대로y작동하지y않을y수y있습니
다.y이런y경우,y내리막길y또는y오르막길y주
행시y시트가y앞y또는y뒤로y밀려y불의의y사
고를y당할y수y있습니다.

yy 기존y장착y시트를y다른y기능의y시트로y
교환y또는y별도의y시트y커버y등을y장착
할y경우

같은y차종이라도y기능y및y그y역할에y따라y
여러y종류의y시트가y있으며,y그y기능을y수
행하기y위해서y차량의y전기y배선이y연결되
어y있습니다.y다른y종류의y시트로y교환y장
착할y경우,y연결y배선이y없는y상태에서y또
는y배선의y종류가y다름에y따라y인근y전기배
선을y끌어와y중복y연결하여y사용하거나,y개
조하여y사용하는y경우가y있는데y이는y앞에
서y언급한y바와y같이y정격y용량y이상의y부
하가y걸려y전장품의y소손은y물론,y과부하로y
인한y화재의y위험이y있습니다.
또한,y시트y커버등을y교체하는y경우가y많은
데y작업시y잘못하면y배선의y합선이나y단선y
등으로y인한y전기장치의y소손은y물론,y통풍y
불량,y화재y발생y및y이상y소음y등의y원인이y
될y수y있으므로y주의하십시오.

시중에서y 유통되는y 범퍼가드등을y 장착하
지y마십시오.
고객y임의로y시중에서y유통되는y범퍼가드y
및y기타y가드바y등을y설치할y경우,y차량y전
장(총y길이)의y증가로y인한y주/정차시y어려
움,y차량y중량y증가에y따른y연료의y낭비,y장
착y홀y등으로y인한y녹y발생과y같은y문제가y

발생할y뿐만y아니라,y범퍼가드내의y충격y흡
수제y등의y미비로y저속y주행시y추돌y사고를y
낼y경우y미장착y차량보다y더y심각한y상해
를y입힐y수y있으므로y장착하지y마십시오.

차량y조작y장치에y별도의y액세서리y또는y보
조장치를y장착하지y마십시오.
선택레버의y 길이를y 연장하거나,y 시중에서y
유통되는y가속y페달,y브레이크y페달y패드y등
을y장착할y경우,y차량y조작력의y변화로y조작y
실수y등을y유발할y수y있습니다.

당사y규격품y이외의y각종y스티커,y몰딩y또
는y 기타y 에어로y 댐,y 윈드y 푸루프y 등과y 같
은y주행y저항y감소y기능성y제품을y부착하
지y마십시오.
스티커의y접착y물질은y차량y도장면의y손상
을y가져올y수y있습니다.y그리고,y몰딩y및y기
타y기능성y부품y등을y부착하기y위해y차량
에y드릴y작업y등을y할y경우,y해당y부위의y녹y
발생은y물론,y주행y중y이음이y발생할y수y있
습니다.y특히,y불확실한y체결일y경우,y주행y
중y해당y부품이y떨어져y나가y차량y손상은y
물론,y인명y사고를y당할y수y있으므로y장착
하지y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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