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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명

라이트 스위치

외부 조명 스위치는 운전자의 정면, 스

티어링 휠 왼쪽에 위치 해 있습니다.

스위치를 돌려 조명을 작동하십시오.

P : 외부 조명이 꺼집니다. 노브를 놓

으면 AUTO 위치로 자동 복귀되며, 한

번 더 P 위치로 돌리면 AUTO 모드가

다시 작동됩니다.

9 : 모든 외부 조명이 꺼집니다.

AUTO : 전조등 및 차폭등이 외부 밝기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집니

다. 해당 기능은 수동으로 해제될 수 있

으며, 조작 완료 후 스위치는 AUTO 위

치로 자동 원위치 됩니다.

; : 계기판, 차폭등, 번호판등,계기판

등이 점등됩니다.

2 : 계기판, 차폭등, 번호판등, 계기판

등, 전조등이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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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조등 시스템

외부 조명 스위치가 AUTO 위치에 있고

외부가 충분히 어두울 경우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집니다. 외부가 충분히 밝

은 경우 전조등이 꺼지고 주간 주행등

(DRL)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사량 센서는 계기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서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센서가 가려지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전조등이 켜지게 됩니다.

자동 전조등 시스템은 외부 조명 스위

치를 ; 또는 2을돌리거나 시동을 끄

면 비활성화 됩니다.

상향등

하향등에서 상향등으로 전환하려면 방

향지시등 레버를 밀었다 놓으십시오.

다시 하향등으로 전환하려면 레버를 다

시 밀거나 당겼다 놓으십시오.

상향등이 켜진 경우 계기판에 청색 상

향등 켜짐 지시등 3이 켜집니다.

주의

센서 위에는 절대로 물건을 놓지 마

십시오. 

실차의 조도는 날씨 및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등 및 소등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차단 코팅 및 썬팅을 할 경우, 센서

에서 측정되는 실내 조도값이 달라지

게 되어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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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신호

점화스위치가 켜져있을 때 라이트 스위

치 레버를 몸쪽으로당기면점등됩니다.

레버를 놓을때까지 상향전조등이 점등

되며 레버를 놓으면 자동적으로 원위치

로 돌아갑니다.

방향 지시등 레버를 당겼다 놓으면 상

향등이 점멸됩니다.

주간 주행등(DRL)

주간 주행등(Daytime Running Lamps,

DRL)은 다른 사람들이 주간에 자신의

차량 전면을 보기 쉽게 해줍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 상단에 있는 일사량

센서를 통해 주간 주행등이 작동하므로

센서가 덮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간 주행등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점등됩니다.

• 시동 버튼이 켜진 경우

• 외부 조명 스위치가 AUTO 위치에

있는 경우

• 일사량 센서가 주간으로 감지한 경

우

비상 경고등

|을 눌러서 비상 경고등을 작동하고

다시 눌러 비상 경고등을 끕니다.

에어백이 전개되면 비상 경고등이 자동

으로 작동합니다.

{경고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항상 상향등을 하향등으

로 전환하십시오. 상향등은 다른 운

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방해하여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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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및 차선 변경 신호

레버를 위로 : 우측 방향 지시등 점멸

레버를 아래로 : 좌측 방향 지시등 점멸

스티어링 휠이 원위치로 돌아오면 방향

지시등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스

티어링휠을 직진 또는 반대 방향으로

미세하게 돌릴 경우 스위치 레버가 자

동으로 복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런 경우 레버를 작동 반대 방향으로 살

짝 밀어주면 스위치 레버가 원위치 됩

니다.

저항점을 지나지 않게 레버를 짧게 움

직이면 스위치는 다시 원위치 되고, 방

향 지시등은 자동으로 3회 작동 후 꺼집

니다.

전방 안개등

#을 눌러 전방 안개등을 작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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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조명 

실내등

스위치 작동: 

( : 항상 꺼짐.

M : 도어 열리면 점등,

도어 닫으면 소등. 

! : 항상 켜짐.

조명 기능 

하차조명

차량을 떠난 후 설정한 시간동안 전조

등, 미등 및 차폭등이 점등되어 어두울

때 길을 비춰줍니다. 

하차조명 시간 설정은 4장 차량 맞춤 설

정 부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입구 조명, 하차 조명은 외부 밝기

에 따라 점등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

니다.

주의

엔진 정지시 실내등을 장시간 켜둘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경고

어두운 곳에서 주행할 때는 실내등

사용을 피하십시오. 실내에 불이 켜

져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줄

어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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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기

아래의 설정 절차시에는 라이트 스위치

모드가 OFF여야 합니다. 운전석 도어

를 닫으면 설정 시간동안 작동한 후 자

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1. 점화장치를 끄십시오.

2. 점화키를 빼십시오.

3. 운전석 도어를 여십시오.

4. 방향지시등 레버를 당기십시오.

5. 운전석 도어를 닫으십시오.

운전석 도어가 닫히지 않으면 조명은

수분 후에 꺼집니다.

운전석 도어가 열려 있는 동안 방향지

시등 레버를 당기면 조명은 즉시 꺼집

니다.

배터리 방전 보호 

이 기능은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 조

명이나 실내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점

화스위치를 끄면 수 분 후 배터리 방전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여 모든 조명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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