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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보관함

글로브박스

그립을 위로 당기면 열립니다.

컵홀더

뒷좌석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있습니다.

{경고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보관함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충돌 시 이들 물
건이 커버가 열리게 하여 부상을 입
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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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콘솔 보관함

암레스트 아래에 센터 콘솔 보관함이
있습니다. 열림 버튼을 누르고 들어 올
려 여십시오.

우산 보관함

운전석이나 조수석 도어의 입구로 우산
을 밀어 넣습니다.

부가 보관 기능

화물 고정 고리
트렁크에는 화물 고정 고리가 있습니
다. 화물 고정 고리는 작은 짐 또는 정리
망을 고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망

차량 트렁크에 정리망이 있는 경우 작
은 짐들을 보관하는데 사용하고 무거운
짐을 보관하는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리망은 화물 고정 고리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비상 삼각표지판
비상 삼각표지판은 차량 출고 시 트렁
크에 보관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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