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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보관함

{경고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보관함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충돌 시 이 물건
들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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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루먼트 패널 보관함
동전 보관함

스티어링 컬럼 좌측에 동전이나 각종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습
니다. 커버를 눌렀다 놓아 열 수 있습니
다.

전동식 시크릿 보관함

차량의 중앙 디스플레이 뒤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P을 길게 눌러 보관함을 여십시오. 내
부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닫으려면 P을 다시 누릅니다. 닫히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중앙 디
스플레이가 다시 열립니다. 닫히는 경
로에 장애물을 치우고 다시 닫으십시
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 공간을 닫
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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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P에
서 보관 공간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장의 "발렛 모드
"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브박스

그립을 위로 당기면 열립니다.

컵홀더

뒷좌석 암레스트를 당겨 내리면 컵 홀
더가 있습니다.

주의

디스플레이를 직접 밀어 열고 닫을
경우 장치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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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양은 버튼을 눌러 컵 홀더를 해
제합니다. 수납하려면 다시 밀어 넣습
니다.

센터 콘솔 보관함

커버를 아래로 눌렀다가 놓으면 보관함
이 열립니다. 닫으려면 커버를 다시 눌
렀다가 놓습니다. 내부에 액세서리 전
원 소켓이 있습니다.

일부 사양에는 스마트 폰 무선 충전 시
스템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들어 올려 여십시오.

콘솔 상부에는 탈착식 트레이가 있습니
다. 내부에 보조 입력 잭, USB 포트 및
액세서리 전원 소켓이 있습니다.

장착된 경우, 내부에 추가 USB 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 콘솔 뒤쪽에 보관 공간과 액세서
리 전원 소켓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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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보관함

운전석이나 조수석 도어의 입구로 우산
을 밀어 넣습니다.

부가 보관 기능

화물 보관함 

트렁크 바닥 아래에 작은 물품용 보관
함이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에 있는 손
잡이를 당겨서 여십시오.

정리망

차량 트렁크에 정리망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정리망(1)은 정리망 고리(2) 에 고
정합니다. 작은 물품을 정리망 뒤에 놓
습니다.

무거운 물품을 정리할 때 정리망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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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삼각표지판
비상 삼각표지판은 차량 출고 시 트렁
크에 보관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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