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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인스트루먼트 판넬 보관함
인스트루먼트 판넬 위쪽의 보관함
<타입 1>

버튼을 눌러 커버를 열면 AUX 및 USB
단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장 인포테인먼트 시스
템을 참고 하십시오.

<타입 2>

그립을 당겨 커버를 여십시오.



86 보관 
라이트 스위치 아래의 보관함

그립을 당겨 박스를 여십시오

글로브박스

그립을 당기면 열립니다.

{경고

사고나 급정거 시 위험을 줄이려면
주행 중에는 항상 글로브박스 도어를
닫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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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홀더

컵홀더는 중앙 콘솔에 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를 밑으로 접어 내리면
그곳에도 컵홀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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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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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콘솔 보관함

레버를 누르고 암레스트를 당겨 위로
올리십시오.

부가 보관 기능

쇼핑 백 걸이

4도어 노치백의 경우 트렁크의 왼쪽에
는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걸이가 있습니
다.

주의

무거운 중량의 물체를 백 걸이에 걸
면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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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삼각표지판
<4도어 노치백>

비상 삼각표지판 덮개를 탈부착 테이프
로 고정시켜 보관하십시오.

<5도어 해치백>
비상 삼각표지판은 플로어 덮개 아래
보관함에 있습니다.

적재 정보

{경고

차량에는 라이터 또는 기타 인화성/
폭발성 물체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체는 차량이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불이 붙거나 폭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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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 또는 테일게이트에서 무거
운 물건은 좌석의 등받이에 기대어
적재하여야 합니다. 등받이가 확실
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물
을 겹쳐서 적재할 수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화물을 바닥에 놓아야 합니
다.

• 트렁크 또는 테일게이트 있는 물건
은 고정시켜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
지하십시오.

• 트렁크 또는 테일게이트 물건을 운
송할 때는 뒷좌석의 등받이를 전방
으로 기울이면 안 됩니다.

• 화물이 등받이 상부 모서리 위로 튀
어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 트렁크 위, 테일게이트 또는 계기판
위에는 물 체를 두지 마십시오. 계
기판 위의 센서를 덮으면 안 됩니
다.

• 화물이 페달, 주차 브레이크 및 기
어 셀렉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운
전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해
서는 안 됩니다. 차내에 고정되지
않은 물체는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
오.

• 트렁크 또는 테일게이트 연 채로 운
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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