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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보관함

글로브 박스
레버를 위로 올리면 글로브 박스가 열
립니다.

{경고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보관함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충돌 시 이들 물
건이 보관함 커버를 열리게 하여 부
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경고

사고나 급정거 시 위험을 줄이려면
주행 중에는 항상 글로브 박스를 닫
아 두십시오.



84 보관 
컵홀더 앞좌석 컵홀더는 변속 스위치 근처에
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를 내리면 뒷좌석용 컵
홀더가 있습니다.

뒷좌석용 컵홀더는 빼내어 세척할 수
있습니다.

{경고

주행 중에는 컵홀더에 뜨거운 액체가
든 덮개 없는 컵을 두지 마십시오. 뜨
거운 액체가 엎질러질 경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운전자가 화상을 입을
경우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정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부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주행 시 컵홀더에
덮개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용기나
컵 또는 캔 등을 두지 마십시오.

주의

컵홀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컵홀더
에 크기가 맞지 않은 컵이나 캔 등을
넣지 마십시오.



보관 85
센터 콘솔 보관함

암레스트 아래에 센터 콘솔 보관함이
있습니다. 레버를 들어 올려 여십시오.

센터 콘솔 아래에도 보관함이 있습니다.

부가 보관 기능

화물칸 커버

화물칸 커버를 탈거하려면 : 

1. 테일게이트와 화물칸 측면 고리(1)
에 고정된 줄을 탈거하십시오.

2. 화물칸 커버를 화물칸 측면 트림 패
널(2)로 부터 탈거하십시오.

화물칸 커버를 다시 설치하려면, 탈거
의 역순으로 조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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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보관함

화물칸 바닥을 들어올려 화물 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삼각 표지판

비상 삼각 표지판은 차량 출고 시 화물
보관함에 보관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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