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기판 및 조절장치 4-1
계기판 및 조절장치

인스트루먼트 판넬 개요 ..................4-2

조절장치 ..........................................4-3

경고등, 게이지 및 지시등 ................4-8

정보 디스플레이 ............................4-25

차량 메시지....................................4-32

차량 맞춤 설정 ...............................4-39



4-2 계기판 및 조절장치 
인스트루먼트 판넬 개요

인스트루먼트 판넬 개요

CA4D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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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송풍구

B. 방향지시등, 추월신호, 주행정보 표

시창(DIC) 버튼

C. 수동모드 변속 조절장치

D. 계기판

E. 앞유리 와이퍼 / 워셔

F. 선센서. 자동 전조등 시스템

G.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H. 후드 열림 레버

I. 데이터 링크 커넥터(DLC)

J. 외부 조명 스위치, 인스트루먼트 판

넬 밝기 조절 

K. 크루즈 컨트롤

L. 스티어링 휠 조절 레버

M. 경음기, 운전석 에어백

N.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원격 조절장

치

O.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P. 온도 조절 시스템

Q. 변속기 온도 게이지, 전압계, 엔진

오일 온도 게이지, 엔진 오일 압력

게이지

R.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S. 변속레버

T. 전원 소켓

U. 비상 경고등

조절장치

스티어링 휠 조절

2563210

스티어링 휠 조절 방법:

1. 레버를 아래로 당깁니다.

2. 스티어링 휠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

입니다.

3. 스티어링 휠을 앞으로 또는 뒤로 당

기거나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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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버를 위로 밀어 스티어링 휠을 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운전 중에는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원격 조절
장치

2546768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스티어링 휠 버

튼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b g: 블루투스 시스템이 있는 차량에

서 기능들을 사용할 때 누릅니다.

수신 전화를 받고 시스템 정보를 확인

하고, 음성 제어를 시작하려면 이 버튼

을 누릅니다.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통

화 목록에 액세스합니다.

$ c: 차량의 오디오를 음소거 하려면

누르십시오.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다시

누르십시오.

수신 통화를 거부하거나 현재 통화를

종료할 때, 또는 조작을 취소하려면 누

릅니다.

_ SRC ^ (전환 스위치): 오디오 소스를

선택하려면 스위치를 위/아래로 조작하

십시오. 

다음 또는 이전의 선호하는 라디오 주

파수 혹은 MP3 트랙 등을 선택하려면

위 또는 아래로 전환하십시오.

통화 목록을 이용해 전화를 걸 때 위/아

래로 조작합니다.

+ x - (볼륨): 볼륨을 높이려면 +를 누르

고 줄이려면 -를 누르십시오.

주의

스티어링 휠 조절 시 스티어링 칼럼

축 방향으로 너무 강한 충격을 주거

나 레버가 잠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에 스티어링 칼럼 축 방향으로 강

한 충격을 주면 스티어링 관련 부품

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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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기

경적을 울리려면 경음기 기호 부분을

누르십시오.

앞유리 와이퍼/워셔

C5A10003

점화 스위치 ACC 또는 ON 모드에서 앞

유리 와이퍼 레버를 이동시켜 와이퍼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HI: 와이퍼 고속 작동.

LO: 와이퍼 저속 작동.

3: 와이퍼 레버를 INT 위치로 이동시

키고, 조절 휠을 돌리면 와이퍼의 작동

시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

휠을 위로 돌리면 와이퍼의 작동 간격

이 빨라지고 아래로 돌리면 느려집니

다.

C5A10004

OFF: 앞 유리 와이퍼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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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와이퍼 레버를 아래로 살짝 밀면

와이퍼가 1회 작동 후 정지합니다. 와이

퍼를 여러번 작동하려면 레버를 내린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이때 레버를 놓

으면 자동으로 원위치 됩니다.

3: 앞유리 와이퍼 레버를 운전자 쪽으

로 잡아당기면, 앞유리 워셔액이 분사

되고 와이퍼가 수회 작동합니다.

레버를 놓을 때까지, 또는 최대 세척 시

간에 도달할 때까지 와이퍼가 계속 작

동합니다.

앞유리 와이퍼 레버를 놓을 때, 앞유리

워셔가 작동한 시간에 따라 와이퍼가

몇 번 더 작동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를 작동시키기 전에 와이퍼 블레

이드에서 얼음이나 눈 등을 제거하십시

오. 앞유리에 얼어 붙은 경우, 천천히 떼

어내거나 녹이십시오. 손상된 와이퍼

블레이드는 교환해야 합니다.

많은 눈 또는 얼음은 와이퍼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터가 식을

때까지 회로 차단기가 와이퍼를 중지시

킵니다. 

{경고

워셔액이 없거나, 겨울철 와이퍼 블

레이드가 앞 유리에 얼어붙어 있거나

앞 유리에 눈이 쌓여 있을 경우 또는

이물질이 많이 낀 상태에서는 와이퍼

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와이퍼 블레

이드, 와이퍼 모터 및 유리가 손상될

수 있으며 또한 와이퍼 암이 헛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와이퍼

작동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불의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워셔액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워

셔액 분사를 위해 레버를 당기면 워

셔액 모터 및 앞 유리가 손상될 수 있

습니다.

{ 경고

추운 겨울철에는 워셔액 분사 후 와

이퍼 블레이드로 앞유리를 닦을 때

워셔액이 결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불의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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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워셔

이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는 전조등 워

셔는 전조등 아래에 장착되어 있습니

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조등

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전조등이 꺼져

있으면 앞유리 와이퍼 워셔만 작동하게

됩니다.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와이퍼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당긴 채

유지하십시오.

시계

메뉴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날짜를 설

정 하려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장

치를 사용합니다.

시간과 날짜 설정
1. CONFIG 버튼을 누릅니다.

2. 시간  및 날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Set time 또는 Set date를 선택합니

다.

4. MENU/SELECT 노브를 돌려 강조

표시된 값을 조정합니다.

5. 다음 값을 선택하려면 MENU/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6. 시간이나 날짜를 저장하고 설정 메

뉴로 돌아가려면 언제든지 BACK /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 형식 설정
1. CONFIG 버튼을 누릅니다.

2. 시간  및 날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시간 설정을 선택합니다.

4. 12시간 또는 24시간 표시 형식을 선

택하려면 MENU/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날짜 형식 설정
1. CONFIG 버튼을 누릅니다.

2. 시간  및 날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날짜 설정을 선택합니다.

4. MENU/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

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D: 일, M: 월, Y: 연도)

언어 설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언어를 차량 맞춤 설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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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소켓

차량에는 두 개의 전원 소켓이 있습니

다. 하나는 변속 레버 뒤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센터 콘솔 보관함 안에 있습니

다. 이 소켓은 휴대 전화나 MP3 플레이

어 같은 전기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전력 소비량인 120 와트를 초과하

지 마십시오.

키를 뽑고 운전석 도어가 열려 있으면

전원 소켓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점화장치를 끄면 전원 소켓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은 경우에

도 전원 소켓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차량의 전원 소켓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차량과 어댑터 퓨

즈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 정비망을 통해

점검을 받으십시오.

전자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해

당기기의 사용 설명서 내용을 따르십시

오.

전기 충전 기기 또는 배터리 등과 같은

액세서리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플러그를 사용하여 소켓을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참고

전원 소켓에 매달려 있는 무거운 기

기는 차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전원 소켓은 휴대 전화기 충전 코

드와 같은 액세서리 전원 플러그용으

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경고등, 게이지 및 지시등

경고등, 게이지 및 지시등

점화장치가 켜지면 대부분의 지시등은

기능 테스트의 일환으로 잠시 점등 또

는 점멸됩니다. 

참고

차량의 사양에 따라 일부 지시등이

없거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의 계기판 그림은 설명을 위

한 자료로, 실제 차량에 적용된 계기

판 형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차량의 계기판과 뒤에

나오는 설명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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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계기판은 차량의 작동 상태를 한 눈에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의 현재 운행 속도, 사용한 연료량 그리고 안전하고 경

제적인 운전에 필요한 기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C5A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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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계

속도계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킬로미터

(km/h) 단위로 보여줍니다.

총 주행 거리계

총 주행 거리계는 차량의 총 주행 거리

를 킬로미터 또는 마일 단위로 표시해

줍니다. 

참고

총 주행 거리계 임의 조작은 법에 의

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간 거리계

구간거리계는 구간거리계를 마지막으

로 0으로 설정한 때로부터 얼마나 주행

했는지 표시해 줍니다.

주행정보 표시창(DIC)에서 방향지시등

레버의 버튼을 사용하여 구간거리계를

설정하십시오.

구간거리계를 0으로 설정하려면, 구간

거리계 디스플레이가 표시되는 동안 방

향지시등 레버의 SET/CLR 버튼을 누

르고 있으십시오.

회전 속도계

회전 속도계는 엔진 속도를 분당 회전

수(rpm)로 표시합니다.

연료 게이지

2164039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연료 게이

지가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을

표시합니다.

연료 게이지의 화살표는 차량의 연료

주입구가 있는 측면을 나타냅니다.

연료탱크에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주행 정보 표시창(DIC)에 메시지

또는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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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는 연료의 양은 탱크에 남아 있

는 연료 때문에 명기된 탱크 용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나 급제동, 과속 및 회전

시 연료탱크 내 연료의 움직임으로 연

료량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게이지

2169511

오일 압력 게이지는 변속 레버 앞쪽에

있으며, 엔진 오일 압력을 kPa (킬로파

스칼)로 표시합니다.

오일 압력은 엔진 속도, 외부 온도 및 오

일 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은

압력 구역에서는 정상 작동 범위를 의

미합니다. 오일 압력이 낮은 압력 구역

에 이르면, 주행정보 표시창(DIC)에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주의

반드시 차량에 맞는 규정된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불량연료나 부적절한

연료첨가제 또는 유사휘발유의 사용

은 엔진과 연료계통 그리고 배출가스

관련장치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주행

할 경우 촉매장치와 연료장치등에 이

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시 항상 적정한 연료 수준

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연료를 보충할 경우,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점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주의

연료 부족 메시지나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계속 운행하면 배출가스 관련

장치가 손상될 수 있으니 신속히 연

료를 보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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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합한 시기에 엔진 오일 정비를 하

지 않으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습

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반드시

따르십시오. 

낮은 압력 구역을 가리키는 것은 위험

할 정도로 오일 레벨이 낮거나 낮은 오

일 압력을 야기하는 다른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일을 점검

하십시오. 

엔진 오일 온도 게이지

2704082

이 게이지는 변속 레버 앞쪽에 있으며

엔진 오일 온도를 표시합니다.

게이지가 고온의 최고치 표시 부분에

가까워지면 엔진 오일이 과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속히 차량을 안전

한 곳에 정차시키고 엔진을 끄십시오.

엔진 냉각수 온도 게이지

2164037

이 게이지는 엔진 냉각수 온도를 나타

냅니다. 

게이지가 적색 표시 부분에 가까워지면

엔진이 과열된 것입니다.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엔진을 끄십시오.

{경고

오일 압력이 낮은 경우 계속 운행하

지 마십시오. 엔진이 과열되어 화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위험

이 있습니다. 즉시 오일을 점검하고

차량을 정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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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온도 게이지

2169469

이 게이지는 변속 레버 앞쪽에 있으며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변

속기 오일 온도를 표시합니다. 게이지

가 적색 표시 부분을 가리키거나 또는

DIC에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엔진을

끄십시오.

전압계

2376047

이 게이지는 변속 레버 앞쪽에 있으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직류(DC) 전압으

로 표시해 줍니다.

주의

변속기 온도 게이지가 장착된 차량이

정상 작동 범위를 초과해 주행할 경

우, 변속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변

속기 온도 게이지가 적색 표시 부분

을 가리킬 경우 차량을 주행하지 마

십시오.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

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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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이 작동되고 점화 스위치가 ON 상

태에서 이 게이지는 충전 시스템의 상

태를 표시해 줍니다. 차량의 충전 시스

템은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근거로 전

압을 제어합니다. 전압계는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며, 게이지가 중앙부근을

가리키는 것이 정상적인 작동 범위입니

다.

다수의 액세서리 전기장치들이 차량에

서 사용되고 있고 엔진이 장시간 공회

전하고 있을 경우 전압계는 낮음 경고

구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

우, 주행정보 표시창(DIC)에 메시지가

표시되고 또한 충전 시스템 경고등이

켜집니다.

높음 혹은 낮음 경고 구역을 가리킬 경

우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

니다.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경고등

운전석 안전 벨트 경고등
계기판에는 운전석 안전 벨트 경고등이

있습니다. 

1971490

시동을 걸면, 운전석 안전 벨트 경고등

이 몇 초 동안 점멸한 후 점등되어 운전

자에게 안전 벨트 착용 경고를 합니다.

안전 벨트 경고등은 안전 벨트를 착용

할 때까지 점등됩니다. 차량이 움직이

는 동안 운전자가 안전 벨트를 착용하

지 않았을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 작동

이 여러 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미 안전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면 경고등과 경고음이 더 이상 작

동하지 않습니다.

조수석 안전 벨트 경고등
실내 백미러 위쪽에 조수석 안전벨트

경고등이 있습니다.

1971462

시동을 걸면, 조수석 안전 벨트 경고등

이 몇 초 동안 점멸한 후 계속 점등되어

탑승자에게 안전 벨트를 착용하라고 경

고합니다. 안전 벨트 경고등은 안전 벨

트를 착용할 때까지 점등됩니다. 차량

이 움직이는 동안 탑승자가 안전 벨트

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등과 경

고음 작동이 여러 번 계속될 수 있습니

다.

조수석 안전 벨트를 착용하면, 경고등

및 경고음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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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있는 물건이나 기타 전자 기기

같은 물건을 좌석에 올려 두면 조수석

안전 벨트 경고등과 경고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경고등 및 경고음을 끄려

면 좌석에 놓여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안전 벨트를 채우십시오.

참고

좌석에 제대로 앉지 않으면 경고등

및 경고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백 작동 준비 지시등

시스템에 전기적 결함이 있으면 이 지

시등이 켜집니다. 시스템 점검에는 에

어백 센서, 프리텐셔너, 에어백 모듈, 배

선, 충돌 감지 및 진단 모듈(SDM) 등이

포함됩니다.

1971498

차량에 시동을 걸면 에어백 작동 준비

지시등이 점등되고 몇 초간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지시등이 꺼집

니다. 

{경고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에어백 작동 준

비 지시등이 계속 켜져있거나 주행

중에 켜지면, 에어백이 올바르게 작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

착된 에어백이 충돌 시 작동되지 않

거나 충돌이 없어도 작동될 수 있습

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부상 또는 생

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시 가까운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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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에어백 상태 표시등

이 차량에는 승객 감지 시스템이 있습

니다. 실내 백미러 위쪽에 조수석 에어

백 상태 표시등이 있습니다.

2048776

시동을 걸면 조수석 에어백 켜짐 및 꺼

짐 상태 표시등이 시스템 점검 차원에

서 몇 초 동안 점등됩니다. 몇 초 후에

켜짐 또는 꺼짐 상태 표시등이 조수석

에어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조수석 에어백 켜짐 상태 표시등이 켜

지면 조수석 에어백이 켜져 있음을 의

미합니다.

조수석 에어백 꺼짐 상태 표시등이 켜

지면 승객 감지 시스템이 조수석 에어

백을 작동해제 했음을 의미합니다.

몇 초 후에도 두 상태 표시등이 모두 켜

진 상태로 유지되거나 전혀 켜지지 않

으면 표시등 또는 조수석 센서 시스템

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 정비

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

니다.

충전 시스템 경고등

1972013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점화 스위치를 켜고 엔진을 작동

시키지 않아도 충전 시스템 경고등이

잠깐 동안 점등합니다. 시동을 걸면 꺼

져야 합니다.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주행 중에

점등하면, 전기 충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 정비망에서 점

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

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

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점등하면, 주행 정보 표시

창(DIC)에도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경고

에어백 작동 준비 지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에어백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전

자 또는 타인의 상해를 방지하려면,

즉시 가까운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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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 라디오나 에어컨

과 같은 모든 전기장치를 끄십시오.

엔진정비지시등

1966759

점화 스위치를 켜면 지시등이 점등되었

다가 수초 후 소등됩니다.

운행 중 점등 되거나 또는 엔진 시동 후

소등되지 않고 계속 점등되어 있다면

관련 장치나 시스템 등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즉시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기가스 자기진단 장치(KOBD)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으

로 인해 배기가스가 특정 수준 이상으

로 올라가면, 자기진단 장치가 계기판

에 있는 엔진 정비 지시등을 작동시켜

차량 서비스를 받아야 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차량에서 엔진 정비 지

시등은 점등되거나 점멸하도록 설정되

어 있습니다.

배기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으면

점화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지시등은 점

등되었다가 시동 후 몇 초 있다 꺼집니

다. 그러나 이 엔진 정비 지시등이 주행

중에 계속 켜져 있거나 점멸하면 배기

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엔진 서비스 지시등이 점멸할 때

심각한 실화(misfire)가 발생할 경우 점

멸됩니다. 실화는 배기가스를 증가시키

고 심각한 경우,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 정비 지

시등이 점멸할 때에는 차량 손상 및 시

동 꺼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취하십시오.

• 속도를 줄이십시오.

• 급가속을 피하십시오.

• 가파른 언덕 주행을 피하십시오.

지시등이 점멸을 멈추고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엔진 정비 지시등이

점등할 때"를  참조하십시오. 지시등이

계속 점멸되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

차하십시오. 엔진을 끄고 약 10초 후 다

시 엔진 시동을 건 후 잠시 기다리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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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시등이 점등되면 "엔진 정비 지

시등이 점등할 때"를 참조하십시오. 그

러나, 지시등이 계속  점멸하면 차량을

가장 가까운 당사 정비망으로 가져가

점검 및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엔진 서비스 지시등이 점등할 때

차량의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점등됩니다. 엔진 정비 지시등

이 점등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되는지 점검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최근에  연료를 주입하고 연료  캡이 불

확실하게 잠겼을 경우 지시등이 점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료 캡을 연 후

다시 닫으십시오.

연료 캡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거나 부

정확하게 잠겨 있을 때 점검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 경우, 연료 캡을 제대로

완전히  잠그고 차량을 특정운행 모드(

차량 시동  20 분 이상 주행  30

초 이상 정지  엔진 정지)로 2∼3 회

운행하면 지시등이 꺼지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물웅덩이가 있는 구간을

운행을 하였다면 지시등이 점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행시 차량

의 전자 시스템이 젖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점검 시스템이 작동되어 지시등이

점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 시스

템을 말린 후 차량을 일반 운행 모드로

2∼3 회 운행하면 지시등이 꺼지고 문

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잘못된 연료를 차량에 주유한 경

우에도 지시등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연료를 사용하면 차량 전체에

문제를 일으켜 지시등이 점등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탱크 내의 모든 연료를

올바른 연료로 교체한  후 차량을 일반

운행 모드로 2∼3 회 운행하면 지시등

이 꺼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

으면, 차량을 가장 가까운 당사 정비망

으로 가져가 점검 및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엔진 정비 지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

되고 있는데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이 손상되어 주

행 성능 및 연료소비에 영향을 미치

게 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규제와 관

련된 제재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으므

로 신속히 당사 정비망을 이용하여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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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차량의 엔진, 트랜스미션, 배기, 흡기

또는 연료 시스템 등을 개조하거나

원래 타이어와 동일한  성능 수준의

타이어가 아닌 다른 종류의 타이어로

교환하면 차량의 배기 컨트롤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지시등이 점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조하면

당사의 차량 보증 혜택을 받을수 없

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

경고등이 켜지면,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1971995

이 경고등은 시동을 걸면 켜집니다. 경

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점검을 받으십시

오.

시동을 켰을 때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면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꺼지

지 않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한 후에도 계속 켜져 있으면 브레

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엔진시동을 켠 상태로 연료를 주입할

경우 또는 연료 캡이 덜 조인 상태로

차량이 운행시, 배출가스 자기진단

기능에 의하여 연료의 증발가스가 외

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엔진 정비 지시등이 점등되므로 주유

중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고 주

유 후에는 연료 캡을 확실히 잠가야

합니다. 또한, 주유 중 엔진정지는 위

험물 안전법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가솔린이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재 등

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시동을 꺼야 합니

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

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임을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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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이 경고등이 켜지고 브레이

크 메시지가 주행정보 표시창(DIC)에

표시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십시오. 페달을 밟을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바닥 쪽으로 더 깊

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동 시간이 길

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계속 켜

져 있으면 즉시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향 지시등 레버의 MENU 버튼을 누

를 때까지 브레이크 메시지가 계속 켜

져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브

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

습니다.

ABS(Antilock Brake System)
지시등

2040830

시동을 걸면 이 지시등이 잠깐 점등합

니다. 

지시등이 점등되지 않으면, 점검을 받

으시기 바랍니다.

ABS 지시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 점

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 경고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들어오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로 주행하면 사

고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고 엔진을 끈 후

다시 시동을 건 후에도 계속 경고등

이 들어와 있는 경우, 차량을 견인하

여 정비를 받으십시오.

{ 경고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점등하면

브레이크 액 수준을 점검하십시오.

브레이크 액이 기준치 이하로 줄어

있다면 운행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

며, 계속 운행할 경우 브레이크 성능

저하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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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에 지시등이 켜지면, 즉시 차량

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시동을 끄

십시오. 그런 다음,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ABS 지

시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주행 중 다시

켜지면, 차량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시

등이 계속 켜져있으면 경고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ABS 지시등만 점등된 경우, 일반 브레

이크는 작동되지만 ABS는 작동하지 않

습니다.

TCS Off 지시등

2153969

변속레버 앞쪽에 위치한 TCS/Stabili

Trak OFF 버튼을 누른 후 놓으면 트랙

션 컨트롤 시스템(TCS)이 꺼지고, 이

지시등이 점등됩니다.

TCS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지시

등이 켜지고 시스템이 꺼집니다.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지시등이

켜지고 계속 점등되어 있는 경우,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TCS/StabiliTrak® 지시등

1991282

이 지시등은 시동을 걸 때 잠깐 점등합

니다.

점등하지 않으면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을 받으십시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지시등이 꺼집니다. 

StabiliTrak 또는 TCS 시스템이 접지력

이 낮은 지면에서 차량을 제어하기 위

해 작동하는 동안에는 이 지시등이 점

멸합니다. 

이 지시등이 주행 중에 계속 점등할 경

우,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경고

ABS 지시등과 함께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 ABS가 작동

하지 않으며 일반 브레이크에도 이상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당시 정

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속 주행하면 불의

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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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rak® Off 지시등

2040862

StabiliTrak 시스템을 끄면 이 지시등이

켜집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을 끄면 휠 스핀이 시스템에 의해 제한

되지 않습니다. StabiliTrak 시스템을 끄

면 이 시스템이 차량 제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TCS 또는 StabiliTrak 시스템

을 켜면 지시등이 꺼집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1970731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이 장착된 차량에서는 엔진에

시동을 걸면 이 경고등이 잠깐 점등됩

니다. 이 경고등은 타이어 공기압과

TPMS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고등 점등

하나 이상의 타이어에 공기가 많이 빠

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메시지가 표시되면 해당

경고등이 함께 켜집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멈추고 차량의 타이어 라

벨에 표시된 타이어 공기압 규정치에

따라 공기를 주입하십시오.

경고등 점멸 후 점등

이것은 TPMS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고등은 약 1분동안 점멸

후 점등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이 순서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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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참고

적합한 시기에 엔진 오일 정비를 하

지 않으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습

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반드시

따르십시오. 

1971524

시동을 걸면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잠깐 동안 켜집니다.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을 받으십

시오.

경고등이 계속 점등하는 경우, 오일이

엔진으로 올바르게 유입되고 있지 않다

는 의미입니다. 차량에 오일이 부족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당사 정비망에

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라이저 지시등

2326622

시동을 걸면 이모빌라이저 지시등이 잠

깐 동안 켜집니다. 지시등이 켜지지 않

으면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을 받으십시

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지

시등이 꺼집니다.

이 지시등은 점화 스위치를 OFF에서

ON으로 돌릴 때 켜지며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키나 프로그램되

지 않은 키를 사용해 시동을 걸 때 발생

합니다. 

이 지시등이 계속 켜져 있고 시동이 걸

리지 않으면 도난 방지 시스템에 문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오일 압력이 낮은 경우 계속 운행하

지 마십시오. 엔진이 과열되어 화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위험

이 있습니다. 즉시 오일을 점검하고

차량을 정비하십시오.

주의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계속 운행

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면 무상수리를 받

을 수 없으니, 신속히 당사 정비망에

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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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상향등 켜짐 지시등

2065302

상향등이 사용 중인 경우 이 지시등이

켜집니다.

전방 안개등 작동 지시등

2482775

전방 안개등이 사용 중인 경우 이 지시

등이 켜집니다.

후방 안개등 작동 지시등

2161091

후방 안개등이 사용 중인 경우 이 지시

등이 켜집니다. 

차폭등 지시등

2029885

차폭등이 사용 중인 경우 이 지시등이

켜집니다.

크루즈 컨트롤 지시등

1971514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면 이 지시등

이 점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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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디스플레이

주행 정보 표시창(DIC)

차량의 계기판 중앙에 위치한 주행정보

표시창(DIC)에는 차량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시스템 문제가 감지

되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또한 차량에는 오디오 시스템 조절장치

를 통해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기능들

이 있습니다.

주행 정보 표시창(DIC) 작동 및 디
스플레이

스티어링 휠 왼쪽의 방향 지시등 레버

에 위치한 DIC 버튼을 이용하여 여러가

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C는

주행 거리, 연료, 차량 시스템 정보, 그

리고 시스템 문제가 감지되는 경우 경

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DIC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변속 레버 위

치와 총 주행 거리계가 표시됩니다.

DIC 버튼

VSD022A

MENU: 이 버튼을 누르면 트립/연료/정

보 메뉴, 차량 정보 메뉴 및 성능 메뉴로 

이동합니다.

w x: 조정 휠을 위아래로 돌려서 각 메

뉴의 항목간 전환 시 사용합니다.

SET/CLR: 메뉴 항목이 표시될 때 설정

혹은 지우려면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트립/연료 메뉴 항목
트립/연료/정보 메뉴가 표시될 때까지

방향 지시등 레버의 MENU 버튼을 반

복해서 누르십시오. 레버의 조정휠 wx

을 위 아래로 조정하여 다음 메뉴 항목

간에 전환하십시오.

• 디지털 속도계

• 트립 1

• 트립 2

• 주행 가능 거리

• 평균 연비

• 평균 속도

디지털 속도계

디지털 속도계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킬로미터(km/h) 또는 시속 마일(mph)

단위로 보여줍니다. 속도계는 리셋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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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 1 및 트립 2

Trip(트립) 디스플레이는 주행 거리계

를 마지막으로 리셋한 이후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를 킬로미터(km) 또는 마일

(mile) 단위로 보여줍니다. 주행 거리계

디스플레이가 표시되는 동안 SET/CLR

버튼을 눌러 주행 거리계를 0으로 리셋

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

Fuel Range(주행 가능 거리) 디스플레

이는 현재의 연료상태로 주행 가능한

대략의 거리를 표시해 줍니다. 주행 가

능 거리는 최근 운전 기록에 따른 차량

의 평균 연비와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을 토대로 추산됩니다. 주행 가

능 거리는 리셋할 수 없습니다. 

평균 연비

Average Fuel Consumption(평균연비)

디스플레이는 대략적으로 평균 100 km

당 리터(L/100 km) 또는 갤론당 마일

(mpg)을 표시합니다. 이 수치는 이 메뉴

항목이 마지막으로 리셋된 이후 기록된

L/100 km(mpg)의 수치를 토대로 계산됩

니다.

평균 연비가 표시되는 동안 SET/ CLR

버튼을 눌러 리셋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

Average Vehicle Speed(평균 속도) 디

스플레이는 차량의 평균 속도를 시간당

킬로미터(km/h) 혹은 시간당 마일

(mph)로 표시해 줍니다. 이 평균치는

이 값을 마지막으로 리셋한 이후 기록

된 다양한 차량 속도를 토대로 계산됩

니다. 평균 속도는 Average Vehicle

Speed가 표시되는 동안 SET/CLR 버튼

을 눌러 리셋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행가능거리, 평균연비, 평균속도는

운행환경, 운전습관, 차량속도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기판 및 조절장치 4-27
차량 정보 메뉴 항목
차량 정보 메뉴가 표시될 때까지 방향

지시등 레버의 MENU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레버의 조정휠 wx을 위

아래로 조정하여 다음 메뉴 항목 간에

전환하십시오.

• 단위

• 타이어공기압

• 엔진오일수명

• 속도제한

단위

Unit(단위)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었을

때 SET/CLR 버튼을 누른 후 조정휠을

위 아래로 움직여 미터(Metric) 또는 마

일(US) 단위 간에 전환하십시오. SET/

CLR 버튼을 눌러 설정을 확인하십시

오. 이렇게 하면 계기판과 DIC의 디스

플레이를 미터 또는 마일 단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공기압

이 디스플레이는 차량에 장착된 4개의

모든 타이어 공기압을 표시해 줍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킬로파스칼(kPa) 또

는 평방 인치당 파운드(psi)로 표시됩니

다.

엔진오일수명

이 디스플레이는 엔진 오일 라이프 시

스템으로, 엔진 오일의 남은 수명을 대

략적으로 표시합니다. Remaining Oil

Life 99%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현재

엔진 오일의 수명이 99% 남아 있는 상

태입니다. 

엔진 오일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을 경

우, 디스플레이에 CHANGE ENGINE

OIL SOON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일

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환해야

합니다. 엔진 오일의 수명을 확인하는

엔진 오일 라이프 시스템 외에도 정비

스케줄에 나와 있는 추가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엔진 오일

수명 디스플레이를 리셋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리셋되지 않습니

다. 또한,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은

임의의 시기에 엔진 오일 수명 디스플

레이를 실수로 리셋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다음 오일 교환 시까지

정확하게 리셋할 수 없습니다. 엔진 오

일 라이프 시스템을 리셋하려면 엔진

오일 수명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어 있

는 동안 SET/CLR 버튼을 누르십시오.

리셋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다시 나타납

니다. 리셋을 하려면 조정휠을 돌려

Yes를 표시한 후 SET/CLR 버튼을 누

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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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속도 제한(속도 경고)은 운전자가 초과

하기 원치 않는 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

록 해줍니다. 속도 제한을 설정하려면,

속도 제한 디스플레이가 표시될 때

SET/CLR 버튼을 누르십시오. On을 선

택한 후, 조정 휠을 위아래로 돌려서 원

하는 속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메뉴 항목
차량 성능 메뉴가 표시될 때까지 방향

지시등 레버의 MENU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레버의 조정휠 wx을 위아

래로 조정하여 다음 메뉴 항목들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랩  타이머

• 오일온도 / 오일압력

• 냉각수 온도 / 배터리 전압

헤드 업 디스플레이 (HUD)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가 있는 차량

에서는 차량 작동에 대한 몇 가지 정보

가 앞유리에 투영됩니다. 이것은 속도

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RPM, 변속 위

치, 외부 온도 등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를 포함합니다. HUD는 운전자쪽 인스

트루먼트 판넬에 있는 HUD 렌즈를 통

해 투영됩니다.

참고

HUD 이미지를 주차 보조 장치로 사

용하려 할 경우, 거리를 오판해 차량

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HUD 이미지

를 주차 보조 장치로 사용하지 마십

시오.

자동 변속기의 수동 모드가 사용 중이

라면 HUD에 탭 변속 기어도 표시됩니

다.

측정 단위는 주행정보 표시창(DIC)의

차량 정보 메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

니다.

{경고

HUD가 너무 밝거나 시야에서 너무

높을 경우, 또는 외부가 어두울 경우,

필요한 것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HUD가 적당한 밝

기 상태를 유지하고 시야에서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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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 디스플레이

3394427

HUD 정보는 차량 앞쪽을 향해 퍼져나

가는 영상으로 앞유리에 표시됩니다.

점화 스위치를 ON으로 돌리면 HUD가

준비될 때까지 잠깐 시작 메시지가 나

옵니다.

계기판에 다음 지시등이 점등하면

HUD에도 표시됩니다.

• 방향 지시등

• 상향등 켜짐 지시등

또한 차량의 특정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장착된 차량에서는 해당 메시지가

HUD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HUD가 켜져 있으면 주행 속도가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라디오나 오디오 트

랙 정보가 바뀌면 잠깐 동안 현재의 라

디오 채널이나 오디오 트랙 번호가 짧

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디오

정보가 바뀔 때마다 나타납니다. 라디

오, 오디오 트랙 정보 또는 경고 메시지

가 HUD에 표시되면 속도계 크기가 줄

어듭니다.

2193020

HUD 컨트롤 스위치는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습니

다.

올바로 표시되도록 HUD 영상을 조정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석을 편안한 위치로 조정하십

시오. 

2. 시동을 거십시오.

3. HUD 컨트롤 스위치를 조정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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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를 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설정

을 사용하십시오.

OFF: HUD가 꺼질 때까지 HUD 밝기

조정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십시오. 

밝기: 밝기 조정 노브를 돌려 HUD를 밝

게 하거나 어둡게 조정하십시오.

y/z: 위로/아래로 화살표를 눌러 HUD

영상을 시야 중간에 맞추십시오. HUD

영상은 위/아래로만 조정할 수 있고 옆

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PAGE: 원하는 형식의 HUD가 나타날

때까지 PAGE 스위치를 눌러 선택하십

시오. 차량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PAGE를 누르면 해당 메시지를 지울 수

있습니다.

PAGE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습니

다.

3346950

형식 1: 이 형식에는 주행 속도, 방향

지시등, 상향등 지시등, 변속 위치, 속도

경고 및 실외 온도가 표시됩니다. 

3346953

형식 2: 이 형식에는 변속 위치, 속도경

고 및 실외 온도를 제외한 형식 1의 정

보가 표시됩니다.

3346955

형식 3: 이 형식에는 실외 온도를 제외

하고 형식 1의 정보와 원형 회전 속도계

가 함께 표시됩니다.

3346957

형식 4: 이 형식에는 주행 속도, 변속위

치, 변속 시기 표시(수동모드) 및 횡가

속(G) 표시등이 표시됩니다.

엔진 rpm이 증가되면 변속시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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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에 표시되는 HUD 영상은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가 조정됩니

다. 하지만 HUD 밝기를 필요에 따라 조

정할 수도 있습니다.

HUD 영상에 비춰지는 햇빛의 각도와

위치에 따라 HUD 영상이 일시적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HUD 영상에 비춰지는 햇빛

의 각도가 바뀌면 없어집니다.

HUD 관리
앞유리 안쪽면을 청소해 HUD 영상의

선명도나 투명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먼지 등을 제거하십시오. 

HUD 렌즈를 청소할 때는 부드럽고 깨

끗한 천에 가정용 유리 세척액을 뿌려

사용하십시오. HUD 렌즈를 가볍게 닦

아낸 후 말리십시오. 세척액을 렌즈에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 세척액이 기기

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켰을 때 HUD 영상이 보이
지 않는 경우
• HUD 렌즈가 어떤 물체로 가려져 있

습니까?

• HUD 밝기를 충분히 밝게 조정했습

니까?

• HUD 영상을 올바른 높이로 조정했

습니까?

• 그래도 HUD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

까? 인스트루먼트 판넬 퓨즈박스에

서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HUD 영상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 HUD 영상이 너무 밝습니까?

• 앞유리와 HUD 렌즈가 모두 깨끗합

니까?

HUD 영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당사 정

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

랍니다.

앞유리도 HUD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

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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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메시지

차량 메시지

주행 정보 표시창(DIC)에 표시된 메시

지는 차량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메시지가 번갈아 표시될 수 있습

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메시지는

확인 후 방향지시등 레버의 SET/CLR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각

적인 조치가 필요한 메시지는 해당 조

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할 수 없습

니다. 모든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아들

여야 하며 메시지를 삭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책자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차량 메

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

은 있으나 차량에 표시되지 않는 메시

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메시

지에 따라 조치하거나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전압 및 충전 메시지

BATTERY SAVER ACTIVE

배터리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한

것을 감지할 때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배터리 방전보호 시스템은 운전자

가 알아채지 못할 수 있는 차량의 특정

기능을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기

능들이 비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즉, 차량이 배터리를

아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가

재충전되도록 불필요한 전기 소모품을

끄십시오. 

LOW BATTERY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이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SERVICE BATTERY CHARGING
SYSTEM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고장이 발견되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가까운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메시지

BRAKE FLUID LOW

브레이크 액이 부족한 경우 이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RELEASE PARKING BRAKE

이 메시지는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

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표시됩

니다. 주행하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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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메시지

APPLY BRAKE BEFORE 
CRUISE

만약 이 메시지가 크루즈 컨트롤을 작

동하려고 할 때 표시되면, 브레이크 페

달을 밟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CRUISE SET TO XXX

이 메시지는 크루즈 컨트롤이 설정되었

을 때 표시되며 설정된 속도를 보여 줍

니다.

도어 열림 메시지

DRIVER DOOR OPEN

운전석 도어가 열려 있는 경우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도어를 완전히 닫으

십시오.

BONNET OPEN

후드가 열려 있는 경우 이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후드를 완전히 닫으십시오.

PASSENGER DOOR OPEN

조수석 도어가 열려 있는 경우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도어를 완전히 닫으

십시오.

BOOT LID OPEN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트렁크를 완전히 닫으십시

오.

엔진 냉각 시스템 메시지

A/C OFF DUE TO HIGH ENGINE
TEMP

엔진 냉각수가 정상 작동 온도보다 높

을 때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과열된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에어컨

컴프레서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냉각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에어컨 컴프

레서가 다시 켜집니다. 운전자는 차량

을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표시되면, 엔진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당사 정비망

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

다.

COOLANT LEVEL LOW ADD 
COOLANT

냉각수가 부족하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ENGINE OVERHEATED - IDLE
ENGINE

엔진 냉각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차량을 정지시키

고 온도가 식을 때까지 차량을 공회전

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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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OVERHEATED - STOP
ENGINE

엔진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기에 안전하

지 않은 온도에 도달하면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경고음이 계속 울립니다. 심

각한 엔진 손상을 피하려면 신속히 안

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시키고 시동을

끄십시오. 엔진의 온도가 안전한 작동

온도로 되돌아가면 이 메시지가 지워집

니다. 

HIGH COOLANT 
TEMPERATURE

냉각수 온도가 뜨거우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엔진 오일 메시지

CHANGE ENGINE OIL SOON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할 시기가 된 경

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엔진 오일

교환 시, 엔진 오일 라이프 시스템을 리

셋하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ENGINE OIL HOT, IDLE ENGINE

엔진 오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이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차량을 정지시키고

온도가 식을 때까지 차량을 공회전시키

십시오.

ENGINE OIL LOW - ADD OIL

엔진 오일 레벨이 너무 낮으면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오일 레벨을 점검하

십시오.

OIL PRESSURE LOW - STOP
ENGINE

엔진 오일 압력이 낮으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신속히 안전한 곳에 차량

을 정지시키고 오일 압력이 낮아진 원

인을 찾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작동

을 중지하십시오. 즉시 오일을 점검하

고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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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출력 메시지

ENGINE POWER IS REDUCED

차량의 엔진 출력이 감소될 때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엔진 출력이 감소되

면 차량을 가속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었지만

성능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목적지까

지 계속 주행하십시오. 그 다음번에 차

량을 운전할 때 성능이 감소될 수 있습

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

량을 저속으로 주행할 수도 있지만, 최

대 가속력 및 속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

다. 이 메시지가 계속 표시되면, 신속히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연료 시스템 메시지

FUEL LEVEL LOW

차량에 연료가 부족하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연료를 주

입하십시오

TIGHTEN FUEL CAP

연료 주입구 캡이 꽉 닫혀 있지 않은 경

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연료 주입

구 캡을 단단히 닫으십시오.

키 및 잠금 메시지

NUMBER OF KEYS 
PROGRAMMED

이 메시지는 새 키를 차량에 프로그래

밍할 때 표시됩니다.

REPLACE BATTERY IN 
REMOTE KEY

리모키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램프 메시지

AUTOMATIC LIGHT CONTROL
ON

이 메시지는 자동 라이트 기능을 켤 때

표시됩니다.

AUTOMATIC LIGHT CONTROL 
OFF

이 메시지는 자동 라이트 기능을 끌 때

표시됩니다.

CHECK LEFT FRONT 
INDICATOR LAMP

이 메시지는 전방 왼쪽 방향 지시등 전

구를 교환해야 할 때 표시됩니다.

CHECK LEFT REAR INDICATOR 
LAMP

이 메시지는 후방 왼쪽 방향 지시등 전

구를 교환해야 할 때 표시됩니다.

CHECK RIGHT FRONT 
INDICATOR LAMP

이 메시지는 전방 오른쪽 방향 지시등

전구를 교환해야 할 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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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RIGHT REAR 
INDICATOR LAMP

이 메시지는 후방 오른쪽 방향 지시등

전구를 교환해야 할 때 표시됩니다.

INDICATOR ON

이 메시지는 방향 지시등이 켜진 상태

에 있을 때 표시됩니다. 방향 지시등을

끄십시오.

주차 보조 시스템 메시지

PARK ASSIST OFF

주차 보조 시스템이 꺼진 경우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SERVICE PARK ASSIST

주차 보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 메시지

SERVICE TRACTION CONTROL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

시지가 표시되면 시스템에서 휠 스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행 속도를 알맞

게 조정하십시오. 당사 정비망에서 점

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ERVICE STABILITRAK

StabiliTrak®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시스템을 리셋해 보십시오.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키를 뽑습니

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은 후 최소 1

분 동안 기다립니다. 1분 후 다시 시동

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켜져 있으

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 정

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

랍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는 있지만

StabiliTrak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속도를 줄이고 이에 맞게 운전하

십시오. 

에어백 시스템 메시지

SERVICE AIRBAG

에어백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 벨트 메시지

BUCKLE SEATBELT

이 메시지는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표시됩니다.

도난 방지 경보 시스템 메시지

THEFT ATTEMPTED

차량이 도난 상태를 감지하면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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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 메시지

SERVICE AC SYSTEM

이 메시지는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표시됩니다.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ERVICE POWER STEERING

이 메시지는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표시됩니다. 당사 정비

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

니다.

SERVICE VEHICLE SOON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

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메시지

CHECK XXX TYRE PRESSURE
또는 TYRE PRESSURE LOW
INFLATE TYRE

이 메시지는 차량이 한 개 혹은 그 이상

의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한 것을 감

지한 경우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공기압이 부족한 타

이어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Left Front

(좌측 앞), Right Front(우측 앞), Left

Rear(좌측 뒤), 또는 Right Rear(우측 뒤

)을 표시해 줍니다. 

또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점등합

니다.

DIC에 타이어 공기압 메시지가 표시되

면, 되도록 빨리 차량을 정지시키십시

오. 타이어의 공기압이 타이어 및 적재

정보 라벨에 표시된 값과 같아질 때까

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DIC는 타이어 공기압 수치도 보여줍니

다. 

SERVICE TYRE MONITOR 
SYSTEM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 시스템(TPMS)

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TYRE LEARNING ACTIVE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 시스템 (TPMS)

이 새 타이어의 센서 일치 작업 중일 때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TYRE PRESSURE SYSTEM 
RESET

이 메시지는 TPMS를 재설정할 때 표시

됩니다.

변속기 메시지

SERVICE TRANSMISSION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당사 정비망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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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DENIED

이 메시지는 자동 변속기 수동 모드를

사용하여 너무 낮은 기어로 변속을 하

려고 할 때 표시됩니다.

SHIFT TO PARK

P(주차) 위치로 변속해야 할 때 이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 스위

치에서 키를 뽑으려 할 때 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TRANSMISSION HOT - IDLE
ENGINE

차량의 변속기 오일이 과열된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경고음이 들립니다.

변속기 오일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주행하면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정지시키고 변속기가 식을 때까

지 공회전 시키십시오. 변속기 오일의

온도가 안전에 수준에 이르면 이 메시

지가 지워집니다. 

차량 경고 메시지

ICE POSSIBLE. DRIVE WITH 
CARE

이 메시지는 도로 상태가 결빙 가능성

이 있을 때 표시됩니다.

TURN WIPER CONTROL TO 
INTERMITTENT FIRST

이 메시지는 와이퍼 레버에서 INT를 선

택하지 않고 와이퍼 속도를 조절하려고

할 때 나옵니다.

차량 속도 메시지

DRIVER SELECTED SPEED 
LIMIT EXCEEDED

이 메시지는 차량 속도가 설정 속도보

다 더 높을 때 나옵니다.

유리창 메시지

OPEN, THEN CLOSE DRIVER 
WINDOW

운전석 유리창을 재프로그래밍해야 하

는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차량

의 배터리를 재충전했거나 분리했다면

각각의 유리창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원터치 올림 기능이 작동합니다.

OPEN, THEN CLOSE 
PASSENGER WINDOW

조수석 유리창을 재프로그래밍해야 하

는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차량

의 배터리를 재충전했거나 분리했다면

각각의 유리창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원터치 올림 기능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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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맞춤 설정

차량 설정(Vehicle settings)

오디오 시스템 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차

량 작동 방식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

다. 

본 책자에 설명된 일부 기능이 없거나,

혹은 설명이 없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

습니다. 

CONFIG: 버튼을 누르면 설정 가능한

메뉴 항목이 표시됩니다. 

MENU SELECT: 메뉴로 들어가 메뉴

항목을 선택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십시

오. 메뉴 항목을 이동하려면 이 노브를

돌리십시오.

BACK /: 메뉴에서 나가거나 뒤로 이

동하려면 누르십시오.

차량 설정 메뉴로 들어가기

1. CONFIG 버튼을 누릅니다.

2. MENU/SELECT 노브를 돌려 차량 

설정을 강조 표시합니다. 

3. 차량 설정 메뉴를 선택하려면

MENU/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이용 가능한 메뉴 목록:

• 편의사항 설정

• 충돌 감지 시스템 설정

• 라이팅 설정

• 파워 도어 설정

• 원격 키 기능 설정

• 초기 설정으로 복원할까요?

MENU/SELECT 노브를 돌려 메뉴를 강

조 표시합니다. 선택하려면 노브의 가

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각 메뉴는 다음

에 나오는 정보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편의사항 설정
편의사항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 경고음 음량 설정

• 버튼 음량

버튼 음량

버튼의 소리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경고음 음량 설정

경고음 음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고음 음량 설정이 강조 표시되면

MENU/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노브

를 돌려 Normal(보통) 또는 High(크게)

중에서 원하는 설정을 표시한 후 버튼

을 누르면, 표시된 설정이 선택되고 이

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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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감지 시스템 설정
충돌 감지 시스템 설정 메뉴를 선택하

면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 후방 감지기 설정

후방 감지기 설정

후방 주차 보조 장치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설정이 강조 표시되면

MENU/SELECT 버튼을 눌러서 On 또

는 Off 중에서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합

니다. BACK / 버튼을 누르면 이전 메

뉴로 돌아갑니다.

라이팅 설정
라이팅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 항

목이 표시됩니다.

• 차량 위치 안내 라이트

• 하차 시 라이팅 설정

차량 위치 안내 라이트

차량의 잠금을 해제 했을 때 외부 조명

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차량 위치 안내 라이트가 강조 표시되

면 MENU/SELECT 버튼을 눌러서 On

또는 Off 중에서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

합니다. BACK / 버튼을 누르면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하차 시 라이팅 설정

외부 밝기에 따라 차량에서 내릴 때 외

부 조명이 켜져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차 시 라이팅 설정이 강조 표시되면

MENU/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노브

를 돌려 Off(꺼짐), 30 Seconds (30초),

1 Minute(1분) 또는 2 Minutes(2분) 중

에서 원하는 설정을 표시한 후 버튼을

누르면, 표시된 설정이 선택되고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파워 도어 설정
파워 도어 설정을 선택하면 다음 항목

이 표시됩니다.

• 도어 잠금 방지

• 도어 자동 잠금 해제 설정

• 도어 잠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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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잠금 방지

이 도어 잠금 방지 기능이 켜져 있으면

운전석 도어가 열려 있을 때, 리모키나

파워 도어 잠금 장치로 잠금 버튼을 눌

러도 운전석 도어가 잠기지 않도록 해

줍니다. Off를 선택하면 도어 잠금 지연

메뉴가 나타납니다.

도어 자동 잠금 해제 설정

도어 자동 잠금 해제 기능으로, 변속 레

버를 P로 옮겼을 때 자동으로 잠금 해

제 되는 도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어 자동 잠금 해제 설정이 강조 표시

되면 MENU/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노브를 돌려 All doors(모든 도어),

Driver door(운전석 도어) 또는 Off(꺼짐

) 중에서 원하는 설정을 표시한 후 버튼

을 누르면, 표시된 설정이 선택되고 이

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도어 잠금 지연

이 도어 잠금 지연 기능이 On 상태일 때

시동을 끄고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파

워 도어 잠금 장치의 잠금 버튼을 누르

면 알람이 3번 울려 이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때, 마지막 도어를

닫으면 약 5초 후 차량 전체가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알람이 울린 후에도 잠금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강제 잠금 기능이 작동

하여 도어가 잠기게 됩니다.

도어 잠금 지연이 강조 표시되면

MENU/SELECT 버튼을 눌러서 On 또

는 Off 중에서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합

니다. BACK / 버튼을 누르면 이전 메

뉴로 돌아갑니다.

원격 키 기능 설정
원격 키 기능 설정을 선택하면 다음 항

목이 표시됩니다.

• 잠금 해제 확인 설정

• 잠금 확인 설정

• 도어 잠금 해제 설정

잠금 해제 확인 설정

이 기능이 설정되면 리모키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때 외부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라이팅과 꺼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확인 설정

리모키로 차량을 잠글 때 어떤 유형의

알림 신호가 발생하도록 할 것인지 외

부조명과 경적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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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확인 설정이 강조 표시되면

MENU/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노브

를 돌려 라이트 & 경적, 라이트, 경적 또

는 꺼짐 중에서 원하는 설정을 표시한

후 버튼을 누르면, 표시된 설정이 선택

되고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도어 잠금 해제 설정

리모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를 때 어

느 도어의 잠금을 해제할 것인지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로 설정

할 경우 리모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모든 도어의 잠금이 해제됩

니다.

도어 잠금 해제 설정이 강조 표시되면

MENU/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노브

를 돌려 운전석 도어또는 모든 도어 중

에서 원하는 설정을 표시한 후 버튼을

누르면, 표시된 설정이 선택되고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초기 설정으로 복원할까요?
차량 맞춤 설정을 모두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초기 설정으로 복원할까요

?를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Yes 또는

No 중에서 원하는 설정을 표시한 후 버

튼을 누르면, 표시된 설정이 선택되고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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