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각종 장비의 사용방법

시트·안전띠 48
풀 플랫 시트(FULL FLAT SEAT) 56
SRS 에어백 61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62
선루프 62
선바이저 63
시가 라이터 63
재떨이 64
룸 램프 65
시계 66
로브 박스 66

컵 홀더(앞 좌석용) 67
홀로워 콘솔 박스 67
리어 트레이 67
시트백 테이블 68
카고 트레이 68
안테나 68



48 ◀ 각종 장비의 사용방법

시트·안전띠

1. 시트의 조정은 운전하기 전에 해주십시
오.

2. 시트 조정 후 확실히 고정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3. 시트 조정을 어른이 해주십시오. 어린
이가 조작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
다.

주의

프론트 시트

팔꿈치가 조금
구부려 지도록

등을 펴서
시트백에 가
까이 붙임.

페달을 충분히 밟을 수 있도록

핸들과 정면으로

MSO-0066

MSO-0067

여유와 바른 운전자세가 안전운전에 시작입니다.

시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바르게 조정해 주십

시오.

MSO-0069

★ 시트 조정

MSO-0068

■등받이 조정
레버를 위로 당긴 상태에서 등받이에 기대어 알맞

은 각도로 조정후 레버를 놓습니다.

■슬라이딩 조정
시트앞 하단부에 있는 잠금해제 레버를 위로 당긴

상태에서 시트를 앞 뒤로 원하는 위치에 맞춘 후 레

버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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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에는 시트를 절대 조정하지 말아주십
시오. 몸의 균형을 잃어 사고 발생 위험이 있
습니다.

주의 ■상하 조정(운전석)

시트 쿠션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높이로 조절합니다. 

■럼버 서포트 조정(운전석)
허리부의 받치는 힘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지력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노브를 돌려서 알맞은 경사로 조정합니다.

시트 쿠션 앞부분

시트 쿠션 뒷부분

MSO-0070

HMS001

MSO-0071

자동차용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및 제
조되었습니다.
시트 자리면에 방석이나 대자리, 별도 커버링
추가시 착좌자세가 변하여 사용중 불편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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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조정
레버를 끌어당겨 시트를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십시

오.

■등받이 조정
레버를 위로 당긴 상태에서 등받이의 각도를 변경

시키십시오.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젖힐때
노브를 앞쪽으로 돌려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으면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백 테이블참조」

MSO-0072

MUO-0010

MSO-0073 

MUO-0011

타입B

타입A

타입B

타입A

2열 시트

1. 시트 등받이를 급하게 조작할 경우 얼굴
등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2. 어린이가 조작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3. 기울기 각도에 따라 시트 등받이가 양측
트림에 닿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반드
시 시트백 사이드를 앞으로 젖히십시오.

주의

시트 등받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릴 경우 뒤로
눌러 확실히 고정시키십시오.

주의

MSO-0074

타입B

타입A

MUO-001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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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를 원래 위치로 되돌릴 때에는 시트 등받
이를 일으키고 시트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확
실히 고정시켜 주십시오.

주의

타입B

타입A

MSO-0075

MUO-0013

MSO-0076

■3열 시트에서 승하차시
시트 후방에 레버를 아래로 누르거나 또는 등받이

조정 레버를 끌어 올리면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

을 수 있고 시트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테일 게이트를 닫을 때는 반드시 시트 등받이
를 최대한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등받이 조정
레버를 당기면 시트 등받이의 기울기가 변합니다.

시트 등받이를 원위치로 되돌릴 경우 뒤로 눌
러서 확실히 고정시키십시오.

주의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때
레버를 당기면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3열 시트

MSO-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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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0078

MSO-0079

■헤드레스트 조정
헤드 레스트 중앙부가 눈의 높이가 되도록 조정하십

시오.

위로 올릴 경우 그대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릴 경

우 고정용 손잡이를 누르고 내리십시오.

■헤드레스트 탈착
헤드 레스트를 빼낼 때 고정용 손잡이를 누르고 위

로 올려 주십시오. 끼울 때 고정용 손잡이를 누르지

않으면 잘 끼워지지 않습니다.

고정 손잡이
MSO-0080

MSO-0081

■시트 이동방법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은 후, 시트 등받이 뒷부분

에 레버를 뒤로 끌어올리면 시트 전체를 앞 방향으

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트를 앞 방향으로 이동시 반드시 시트 등받이 뒤

의 버튼을 풀어 보드를 펴 주십시오.

써드 시트를 원위치로 할 때 보드를 시트 등
받이 뒤의 버튼으로 고정하고 레버를 당겨
시트 전체를 후방으로 이동시킨 후 시트 등
받이를 세워 주십시오.

주의

헤드 레스트

1. 헤드 레스트가 분리된 채로 주행하면 위
험합니다. 반드시 정 위치로 고정하여 주
십시오.

2. 정 위치로 고정하지 않으면 위험 방지 역
할을 하지 못합니다,

3. 헤드 레스트를 재장착시 형상에 주의하여
올바르게 끼워 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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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주의

어깨에
충분히
걸리도록

상체를 세워
깊숙이 앉아

시트를 정 위치
에 조정시키고

허리 부의 안전띠는 반드시 허리뼈
위에 착용해 주십시오.

1

2

누른다

「딱」
상하로
움직이지
않음MSO-0105

MSO-0106

MSO-0107

MSO-0108

MSO-0109

안전띠는 만일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지

켜줍니다. 안전띠는 다음의 사용방법을 주의하여 운

전하기 전에 장착해 주십시오.

■안전띠가 머리, 얼굴 등에 닿을 때
· 안전띠 높이조정

안전띠는 승객의 신장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록킹 손잡이를 눌러 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해 최

적의 위치에 두고 록킹 손잡이를 놓습니다.

2.「딱」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높이 조절이 되

며,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띠 높이 조절시 벨트가 어깨에 오도록 해 주십

시오.

안전띠 높이 조정시 어깨에 오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주의

1. 어깨쪽 안전띠 어깨에 충분히 걸리도록
해 주십시오.

2. 허리쪽 안전띠가 복부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위험
합니다.

3.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해서 장착해 주
십시오.

4. 안전띠를 장착하고 누울 경우 몸이 안전
띠 밑으로 려 머리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5. 3점식 안전띠를 착용시 어깨쪽 안전띠가
머리, 목, 얼굴 등에 닿을 경우 유아나 어
린이용 시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6. 임신한 여성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십시오.

7. 안전띠를 2인이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8. 풀림이나 찢어짐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작

동하지 않는 안전띠는 교환해 주십시오.
9. 사고로 안전띠가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

외관의 이상이 없어도 반드시 교환하십시
요. 가벼운 사고인 경우 점검을 받도록 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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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0110 MSO-0111

MSO-0112

■3점식 안전띠-자동 관성식(2열 좌·우, 3열 좌·우시트)
안전띠의 길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띠는 몸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적으로 길이가 조정되며 강한 충격을 받을때, 안전띠가 자동적으로 몸에 고정됩니다.

· 착용시

1.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하여 플레이트를 버클

에「찰칵」소리가 날 때까지 어 넣습니다

2.`안전띠를 조금 당겨 허리부위의 안전띠가 느슨해

지지 않게 하고 허리안전띠를 가능한 아래로 내

려 주십시오.

· 풀 때

플레이트를 잡고 버클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안전띠는 자동적으로 감기므로 플레이트쪽 안전띠

가 천천히 되 감기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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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0113 MSO-0114 MSO-0115

버튼

■2점식 안전띠-길이 조정식 (2열 시트 중앙)*
체격에 맞게 안전띠의 길이를 조정해 주십시오.

· 착용시

1.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하여 벨트가 플레이트

와 직각이 되게해서 안전띠를 착용시 허리부와

안전띠 사이가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길이가

되도록 조정 하십시오.

2. 플레이트를 버클에「찰깍」소리가 날 때 까지

어 넣습니다. 안전띠를 가능한 허리뼈 아래로 내

려 주십시오.

· 풀 때

버클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센터 벨트의 버클과 플레이트에는「CENTER」
표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착용하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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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플랫 시트(FULL FLAT SEAT)

HDS-082 HDS-061

헤드 레스트를 분리하고 시트 등받이를 젖히면 풀 플랫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2열 시트와 3열 시트 ■ 프론트 시트와 2열 시트

풀 플랫 시트(FULL FLAT SEAT)

1. 풀 플랫 시트를 만들 때 차를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세워야 합니다. 풀 플랫 시트를 한 상태에서 주행 중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십시오.

2. 풀 플랫 시트상태에서 시트 등받이 상부에 올라타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시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풀 플랫 시트를 만들거나 원래의 위치로 되돌린 경우 시트가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어린이가 조작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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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열 시트와 3열 시트

1 2열 시트에서 헤드 레스트를 분리하십시오.

2 2열 시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이동시키고 시트 등받이를 젖히십시

오.

HDS-083

HDS-084

★ 1열 시트와 2열 시트

HDS-014

HDS-015

21열 시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이동시키고 시트 등받이를 젖히십시

오.

1 1열 시트에서 헤드 레스트를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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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시트 및 3열 시트에 시트 등받이를 접어 화물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물실 만드는 법

1. 시트를 접거나 원위치로 할 때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조작할 때 손이나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

MSO-0095MSO-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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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트 쿠션 뒤에 레버를 위로 당겨 시트를

앞으로 이동시키십시오.

MSO-0097

MSO-0099

MSO-0097

4시트 등받이 뒤의 버튼을 열어 보드를 젖히십시오.

★ 3열 시트 등받이를 접어 화물실을 만드는 경우

1헤드 레스트를 분리하십시오.

MSO-0096

2레버를 당기고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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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열 시트와 3열 시트 등받이를 접어 화물실을 만드는 경우

MSO-0100

43열 시트의 시트 쿠션 뒤에 있는 레버를 위로 당겨 시트를

앞으로 이동 시키십시오. 5 3열 시트 등받이 뒤의 버튼을 풀어 보드

를 젖히십시오.

MSO-0101

MSO-0103 MSO-0104

MSO-0102

3열 시트의 등받이를 세울 때 필히 보드를 등받이 뒤의 버튼에 고정 시켜 주십시오.

주의

1 `3열 시트의 헤드 레스트를 분리하십시오. 2 2열 시트의 등받이를 앞으로 접어주십시오. 3 3열 시트의 레버를 당기고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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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0252

SRS에어백*

SRS 에어백은 안전띠에 의한 승객 보호기능에 추

가하여 정면으로부터의 강한 충돌에 따른 감속도를

에어백 센서가 감지하여 그 충격이 설정치(올바르

게 안전띠 착용시 핸들에 안면이 닿아서 부상을 입

을 정도)를 초과할 경우 핸들에 내장된 에어백이

팽창하여 운전자의 안면 및 상체의 충격을 완화시

켜 주는 승객 보호 보조장치이며 안전띠를 착용하

지 않거나 운전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승객은 보

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시트를 올바르게 조정해 주십시오.
시트에 허리를 깊숙이 대고 등받이에는 등줄기를

바짝 대십시오. 핸들에 얼굴과 가슴을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장치가 정상이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1. 에어백이 팽창해도 승객보호 효과가 없는 횡방

향 충돌시

2. 뒤로부터의 충돌시

3. 전복 또는 안전띠만으로도 승객보호가 가능한

저속 충돌시

4. 충돌 순간, 전주, 나무의 충돌, 트럭의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등 프론트 사이드 프레임에 충격

이 전달되지 않은 총돌시

※ SRS : Supplemental Restraint System의

약자로“보조 구속 장치”의 의미입니다.

운전석 에어백

1. 에어백이 작동된 후에는 에어백 관련 모
든 부품을 교환해야 정상으로 되돌아 갑
니다.

2. 전면 유리에 액세서리를 달거나 룸미러에
와이드 미러를 달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팽창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팽창할 때 이
러한 물건이 튀어 올라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3. 에어백은 운전자의 중대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지만 급속히 팽창되는 과정에서 에
어백에 의해 안면 또는 기타 신체부위에
찰과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에어백은 점화 스위치가 ON에서만 작동
됩니다.

주의

운전선 에어백은 핸들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1. 에어백은 매우 빠른 시간에 작동되므로
충돌 중에 발생되는 추가 충격에는 보호
될 수가 없습니다.

2. 에어백 작동시 큰 소음이 발생되며 연기
및 먼지 같은 것이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에어백이 전개될 때 발생되는 무독성 질
소가스의 입자입니다. 혹시 이 무독성 입
자가 피부, 코, 목 등에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 즉시 차가운 물로 닦아내고 자극
이 오래가면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하여
주십시오.

3. 어린이들은 어린이용 보조시트 및 전용
안전띠를 사용하고 뒷좌석에 앉게해 주십
시오.

4. 에어 백이 장착된 앞좌석에 유아나 어린
이를 앉히고 운행하지 마십시오. 또한 유
아용 보조시트도 앞좌석에는 설치하지 마
십시오. 사고시 에어 백이 전개되어 심하
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차량의 수리, 폐차시
1. 핸들 수정, 센터 콘솔부근 수리, 오디오 장착,

차량 앞부분 판금 시는 에어 백 시스템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를 양도할 경우 에어백 장착 차임을 설명하

고, 취급설명서를 차에 남겨 두십시오.

3. 에어백 장치내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

으므로 폐차시 반드시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 협력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 협력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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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텐셔너 시트 벨트는 절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는 센터 컨솔부위에
카 오디오 등의 부착 및 차량 전면부의 판
금 도장을 하는 경우는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시스템에 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
다.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 협력
업체 또는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
협력업체에서 상담하십시오.

주의

■경경고고등등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경고등은 SRS에어 백 경고등과
겸용입니다.

HMS002

선루프*프리텐셔너 시트 벨트*

■슬라이딩(Sliding) 상태로 열 때
“OPEN”스위치를 누르면 선루프가 뒤쪽으로 슬라

이딩 되면서 열립니다. 선 루프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됩니다.

닫을 때는“CLOSE”스위치를 누르십시오.

■틸트 업(Tilt Up) 상태로 열 때 (뒤쪽
을 올려 연 상태)

선루프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UP”스위치를 누

르면 선루프의 뒤쪽만 올라(Tilt Up)갑니다.

닫을 때는“DOWN”스위치를 눌러 닫으십시오.

HXG. 229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는 SRS 에어백과 동시에 작동하

며 전방으로 부터 강한 충격을 받으면 시트 벨트를 순간

적으로 잡아 당겨 앞좌석 승객을 시트에 확실히 고정하

여 시트 벨트와 에어백의 효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프리텐셔너 시트 벨트는 운전석 및 조수석에 장착되어

있으며 시트 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도 양쪽이 동시

에 작동합니다.



각종 장비의 사용방법 ▶ 63

MSO-0184 MSO-0186

HDS-038

MSO-0187

MSO-0185

선바이저 시가 라이터

직사광선으로 눈이 부신 경우 전면, 측면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장용 거울
조수석의 선바이저 뒷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1. 시가 라이터를 누릅니다.

2. 잠시 후 작동 음과 함께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시가 라이터를 뽑아 사용하십시오.

3. 사용 후는 소켓에 확실히 꽂아 주십시오.

■티켓 홀더
선바이저 뒷면에는 통행권 등을 끼워 둘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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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1. 시가 라이터가 과열되면 화재 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십
시오.
●눌러 둔 채로 두지 마십시오.
●다른 차의 시가 라이터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2. 눌러 놓고 30초 이상 되어도 나오지 않으
면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시가라이터를 빼
놓고 정비공장 입고시 점검받으십시오.

3. 어린이가 시가 라이터를 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시가 라이터의 소켓을 전원으로 전기제품
을 사용할 때 필히 12V에 전기용량
120W이하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엔진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
하면 배터리가 방전 될 수 있습니다.

5. 시가 라이터는 가열 후 뜨거우므로 취급시
주의하십시오.

주의
■앞 좌석용
1. 끌어 당긴 후 사용하십시오.

2. 청소시는 재떨이 스톱퍼를 눌러 빼내십시오.

■ 뒷 좌석용
1.재떨이 상단 부를 잡아당긴 후

사용하십시오.

2.청소시는 재떨이 안쪽

중앙 지지 스프링을

밑으로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깁니다.

중앙 지지
스프링

MSO-0189

MSO-0191

HDS-073

HDS-039

1. 담배, 성냥은 완전히 끊 후 재떨이에 넣어
주십시오.

2. 불씨가 있는 담배 꽁초나 타기 쉬운 것을
넣으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3. 사용 후 반드시 재떨이를 닫아주십시오.
열어 둔 채로 두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룸 램프
각종 장비의 사용방법 ▶ 65

엔진 정지시,맵 램프, 룸 램프 및 리어 램프를 장시간 켜두면 배터리가 방전 되므로 차에서 떠나실 때에는 램프가 소등되었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HDS-040

버튼을 누르면
점등되고 한번
더 누르면 소등
됩니다.

OFF : 램프가 소등됩니다.
DOOR : 도어가 열리면 점등되고

닫으면 소등됩니다.
ON : 램프가 점등됩니다.

선루프
장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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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로브 박스

HDS-041

MSO-0195

MSO-0196

■시간 조정 방법
시간 조정 버튼 -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시간이

변하며 원하는 시간에서 손을

뗍니다.

분 조정 버튼 -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분이 변

하며 원하는 분에서 손을 뗍니

다.

재조정 버튼 - 누르면 01~29분의 경우 분이

지워지며, 30~59분의 경우

분 이 지워지면서 1시간이 올

라갑니다.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면 열리며 작은 부위의 물건

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배터리 단자를 분리 후 재접속 할 경우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 

2. 시간 및 분을 조정할 때 볼펜 끝으로 누
르면 편리합니다 .

주의

사고시나 급정지시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
행시에는 로브 박스 도어를 닫아 주십시
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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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042

HDS-043

컵 홀더

덮개 밑의 노브를 앞으로 당기고 덮개를 끌어 올리

면 열리고 덮개를 덮으면 닫힙니다.

센터콘솔에 위치하여 있으며 컵이나 캔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S-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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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백 테이블 카고 트레이 안테나

MSO-0201 HDS-085

2열 시트의 등받이를 접은 후 레버를 잡아당겨 시

트를 원하는 위치에 맞춘 후 테이블로 사용하십시

오.

「2열 시트 슬라이딩 조정 참조」

트 크 내에 소화물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공구, 왁스, 비상표지판 등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P. 50

헬릭스 안테나

본 차량의 오디오 사용방법은 별도로 지급되는 오디

오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오디오

1. 낮은 장소로 들어갈 때는 안테나가 꺽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세차시 안테나를 돌려 탈거한 후 실시
하십시오.

3. 장시간 주·정차시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
로 안테나를 탈거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HDS-044

안테나는 루프 후단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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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구 70
수동 조정식 71
자동 조정식 75
유리습기/성애제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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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구

중앙 통풍구

풍향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풍량많음 풍량없음

풍향 및 풍량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풍향조절노브풍량조절레버

풍향조절노브

HDS-045

HDS-047

HDS-046

냉방시 통풍구에서 공기가 안개처럼 분무되는 경우

가 있으나 이는 습도가 높은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

어 발생하는 것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에어컨 장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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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조정식

풍량 많음

풍량 적음

MSO-0208

MSO-0209

각부기능

① 송풍 방향 선택스위치

② 송풍 온도 조정스위치

③ 공기 선택 조정레버

④ 에어컨 스위치

⑤ 송풍 속도 조정 레버

HDS-048

① 송풍 방향 선택스위치

스위치를 조작하여 통풍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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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온도(저)
(에어컨 작동시)

송풍온도(고)
(히터 작동시)

회전

MSO-0210

HDS-049

② 송풍 온도 조정 스위치

송풍 온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기 선택 조정 스위치

엔진 냉각수온이 낮은 경우 온도 조정스위
치을 돌려도 송풍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냉방시 아이들 회전수가 약간 높게 되므로
출발시 운전 조작에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

HDS-051

⑤ 송풍 속도 조정 레버

1. 내부공기 순환은 급히 냉·난방 할 때와
먼지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 해 주십시오.
내부공기 순환으로 계속 사용하면 앞유리
가 흐려질 수 있고,  시계가 나빠지므로
외부 공기 유입으로 바꿔주십시오.

2. 아주 추운 한랭 지에서 빨리 난방할 경우
도 내부 공기 순환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번 앞 유리가 흐려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HDS-050

④ 에어컨 스위치

평상시에는 외기 유입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평상시에는 외기 유입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송풍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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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052

히터 사용방법

■통상 난방시
평소에는 ③을 외부순환 ( )위치에 놓고

있다가,  공기 오염 지역이나 터널 주행시 매연

등이 유입되므로 이 경우 일시적으로 ③을 내부

공기 순환( ) 위치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히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온도 조정스위치를 적

색 부분에 놓고, 송풍 속도 조정레버를 ON시키면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급속 난방시
급속 난방을 할 경우 ③을 일시적으로 내부 공

기 순환 (      ) 위치에 두십시오.

급속 난방시 앞유리에 습기가 차는 경우 ③의

위치를 외부 공기 순환 (      )위치에 놓으십

시오.

HDS-053

HDS-054

■바이레벨 난방시

이 모드를 선택하면 따뜻한 바람이 발밑으로 나

오고 낮은 온도의 바람이 센터 및 좌·우 통풍

구로 나옵니다.

■유리 습기 제거 및 통상난방시

HDS-055

■유리 습기 및 서리제거시

도어 유리와 앞유리 습기 및 서리제거 양쪽 통

풍구를 도어 유리쪽으로 향하게 하고 중앙 통풍

구를 막아 놓으면 효과적입니다.

HDS-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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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

● 환기 후 실내를 따뜻하게 할 때는 온도 조정

스위치를 적색부분에서 적당히 움직여 주십시오.

● 송풍 속도 조정레버를 저속 주행시 3~4단 고속

주행시는 OFF~2단 사이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HDS-057

HDS-058

HDS-059

에어컨 사용방법
1. 공기 선택 조정스위치를 위치로 에어

컨을 켠채 장시간 주행하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때때로,     위
치로 하여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키
십시오.

2. 차를 직사광선이 쪼이는 곳에 오래 주차시
킨 경우 모든 창문을 열고 더운 공기를
배출시킨 다음 작동시켜 주십시오.

주의

1. 가파른 경사 길을 올라갈 때는 엔진 오버
히트 우려가 있으므로 에어컨을 꺼주십
시오.

2. 교통체증이 심한 곳 주행시에는 저속기어
로 주행하여 엔진 회전수를 높이거나
에어컨을 OFF시키십시오.

3.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엔진 오버히트 우려가 있으므로
에어컨 작동을 삼가십시오.

4. 장시간 고속주행중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에어컨을 끄고 송풍 속도 조정 스위
치를 4단으로 놓고 5~10분 정도 주행
후 다시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5. 긴 경사길을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3~5
분 간격으로 에어컨을 끄거나 켜주십
시오.

6. 에어컨을 가동치 않는 겨울철에도 월
1~2회 정도 작동시켜서 냉매 누설도 방
지하고 콤프레셔 내의 오일 순환도원활케
하여 에어컨 가동시 항상 좋은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의

에어컨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송풍 속도 조절레버

를 ①~④단인 상태에서 에어컨 스위치를 누르면

에어컨이 작동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어컨 스위치를

OFF로 놓으면 에어컨이 꺼집니다.

■급속 냉방시
● 장시간 급속냉방을 하면 습도가 낮아져 건강에

해로우므로 초기 냉방 10분간을 제외하고는 되

도록 사용하지 마십시오.

■통상 냉방시
● 로 선택시 공기가 다리와 상반신쪽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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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정식*

“AUTO”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에

어컨이 자동적으로 선택된 온도유지를 위해 냉난방

이 조정됩니다.

· 냉난방중일 때는 엔진 공회전 속도가 증가합니

다.

· 일사량 센서 위에는 절대로 물건을 올려 놓지 마

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동을 껐을 때 조정온도 및 버튼 조건은 남아있

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탈거시 메모리는 지워지

고 장착시 온도는 자동적으로 25℃로 조정됩니

다.

· 냉방 초기에 외부공기가 유입되면서 안갱처럼 보

입니다. 이것은 급속한 냉방으로 습기찬 공기유

입에 의한 현상입니다.

① 송풍 온도 조정 스위치

“TEMP”버튼을 눌러 원하는 온도를 조정합니다.

· ▲ 누르면 0.5℃ 증가하며 최고 32℃까지 올라

갑니다.

· ▲ 누르면 0.5℃ 감소하며 최저 17℃까지 내려

갑니다

· 정상온도 25℃에서 온도를 조정하십시오.

② 송풍 온도 조정 스위치

· 시동 키이“ON”위치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송풍 장치로 차량내의 송풍 공기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③ 공기 선택 조정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대기순환 모드나 외기유입 모드가 선

택되며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각부 기능

HDS-062

주의 급냉, 급난방시 위치에 일시적으로
버튼을 조정하십시오. 버튼을 오랫동안 위치
시키면 유리에 습기가 발생합니다.

④ 외기 유해가스 차단장치(AQS)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인디케이터에“AMB”가 점등되

며 차량에 유입되는 유해공기를 차량전방에 위치하

는 센서로 감지,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깨끗한 실내 청정도를 유지시킵니다.

위치로 버튼을 조정하면 승객위치로 외기

가 유입됩니다. 이때에는 윈도우 습기 및

흡연 중 연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실내에서 순환됩니다. 먼지가 많은

도로나 급냉, 급난방시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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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드 선택 조정 스위치

공기배출 모드선택 버튼을 눌러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버튼을 눌 을때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동 에어컨 조작방법
·“AUTO”모드 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십시오.

(1) “AUTO”버튼을 누릅니다.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고 공기

배출모드 (     제외), 에어 선택 및 블로워 속도가 자동 조정됩

니다.

에어컨 작동모드는 ECONO(경제적 작동) 상태로 계절에 따라

자동적으로 에어컨이 작동합니다.

(2) “TEMP”버튼을 눌러 원하는 온도로 조정합니다.

■수동 에어컨 조작방법
·“AUTO”버튼 이외의 버튼을 누르면 눌려진 버튼에 따라 순서대로

작동됩니다. 노른 버튼 이외의 기능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으로 복귀하려면“AUTO”버튼을 누르십시오.

■에어컨 작동정지
·“OFF”버튼을 누르면 모든 작동이 중지되고 표시등이 소멸됩니다.

·페이스 위치
공기가 상반신측으로 나옵니다.

·바이레벨 위치
공기가 플로워와 상반신측으로 나옵니

다.

·플로워 위치
공기가 플로워측으로 나옵니다.

·플로워 및 디프로스터 위치
공기가 플로워와 윈드쉴드 및 도어 윈

도 우측으로 나옵니다.

·디프로스터스 위치
공기가 윈드쉴드 및 도어 윈도우 측으

로 나옵니다.



유리습기/성애제거

▶ 실내측 유리 습기 제거 방법

1. 공기방향 선택스위치①은 에 놓습니다.

2. A/CON 스위치②를 누릅니다.

3. 공기흡입 선택스위치③은 에 놓습니다.

4. 송풍속도 조절레버④는 강한 위치에 놓습니다.

5. 송풍온도 조절레버⑤는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 놓습니다.

※ 공기흡입 선택 레버를 에 놓고 송풍속도 조절레버

를 작동한 상태로 운행시 유리 습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DS-056C

▶ 실외측 유리 성애 제거 방법

1. 공기방향 선택레버①은 에 놓습니다.

2. 공기흡입 선택레버②는 에 놓습니다.

3. 송풍속도 조절레버③은 강한 위치에 놓습니다.

4. 송풍온도 조절레버④는 적색 끝(MAX HOT)에 놓습니다.

, 모드에서 과도한 A/CON 작동시 온도차에 의해 실외측 유리에 습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공기방향을 로 변경하고 풍량조절 스위치는 저단으로 설정 하십시오.
겨울철 및 여름철에는 반드시 AIR INTAKE부(공기 흡입부)의 눈이나 젖은 오물(낙엽 등) 등을 제거
하십시오. 이로 인해 창문에 습기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주의

② ⑤

① ①

⑤

②

④③

④

<혼합식> <자동식>

HDS-056D

②

①
①

②

③ ④

<혼합식> <자동식>

③④

▶ 7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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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시동전 준수사항 엔진 스위치

엔진시동을 걸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

시오.

(1) 차량주위를 점검합니다.(타이어 펑크, 오일이

나 냉각수 누수 등.)

(2) 실내로 들어간 후 주차브레이크가 확실하게 당

겨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시트상태가 적절한지 점검 및 조정합니다.

(4) 실내외 후면경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5) 모든 도어를 닫습니다.

(6) 안전띠를 착용합니다.

(7) 불필요한 전기장치를 끄십시오.

(8) 엔진스위치를「ON」로 했을 때 관련 경고등이

점등 되는지 확인합니다.

(9)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10) 변속레버가 중립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변속기는‘ P’위치)

자동변속기 차의 경우 선택 레버를‘ P’또는‘ N’이외

에서는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P’위치에서 엔진시동을 걸어 주십시

오.

MVO-0018

LOCK

키이를 빼고 삽입할 수 있으며, 키

이를 빼면 핸들이 잠겨서 고정됩니

다.

ACC

엔진이 정지된 상태의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 와

이퍼, 와셔, 오디오, 시가라이터, 전

동 리모콘, 실외후면경)

MSO-0152

MSO-0152

MSO-0152

중립

각 위치의 작용



엔진 시동요령
운행장치 ▶ 81

ON

엔진이 작동되기 전·후에 모든 전

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RT

엔진시동을 걸고, 엔진이 시동 되면

키이에서 손을 떼어 주십시오.

자동적으로「ON」위치로 되돌아 갑

니다.

1. 차고 또는 주위가 폐되어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시동을 걸지 마십시
오. 배기가스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2. 수동변속기 차의 경우 엔진시동시 반드시
클러치 페달을 밟아주십시오. 밟지 않으
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3. 차를 거나 끌어당겨서 엔진시동을 거는
행위는 위험하오니 하지 마십시오.

4. 엔진 시동시에는 에어컨, 헤드라이트, 뒷
유리 가열 스위치를「OFF」위치로
하십시오.

5. 엔진시동이 걸리면 키이에서 손을 놓아주
십시오. 「START」상태로 있으면 배터리
방전 및 스타터 모터 손상 원인이 됩니다.

6.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START」
상태로 10초 이상 스타터 모터를 회전시
키지 마십시오. 10초 이상에서 엔진시동
이 걸리지 않으면 일단「LOCK」상태로
환원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엔진 시동 재
시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키이를 뺄때

키이가「LOCK」에서「ACC」
위치로 회전되지 않을때

핸들을 가볍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키이를 돌려 주

십시오.

1. 시동을 끈 상태에서 엔진 스위치를
「ACC」위치에 놓고 라디오, 카셋트 테이
프 등을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
리 방전의 원인이 됩니다.

2. 시동을 끈 상태에서 엔진 스위치를「ON」
위치에 놓지 마십시오. 배터리 방전 및 점
화코일 등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3.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 키이를
「START」위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스타
터 모터 및 플라이 휠의 링 기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MVO-0019

MVO-0020

자동변속기 차의 경우
안전을 위해 셀렉터 레버를 반드시‘ P’위치에 놓

고「ACC」위치에서 키이를 누른채「LOCK」위치로

돌려야만 키이가 빠집니다.

수동변속기 차의 경우
「ACC」위치에서 키이를 누른채「LOCK」로 돌려야

만 키이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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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변속기

엔진 시동 요령 변속레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을때

■평상시
엔진시동이 걸리면 천천히 바로 출발하십시오. 정

상적인 시동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습니

다. 

1. 엔진스위치에 키이를 삽입한다.

2. 변속 레버를 중립위치(자동변속기는‘ P’위치)

에 놓는다. 

3. 클러치 페달을 밟은 채로 키이를「ON」위치로

놓아, 시동 전 각 경고등이 점등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4. 키이「START」위치로 돌려서 시동이 걸리면

키이를 놓습는다.

♣ LPG차량은 LPG관련사항을 참조합니다.

♣ 시동 후 엔진 회전수는 냉각수 온도가 낮을 경우 상승되
지만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공회전 상태로
내려갑니다. 

♣ 엔진시동 직후에“갈갈”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진구조상 발생되는 것
입니다. 난기 운전을 계속 하시면 이음은 사라집니다.

변속레버는 반드시 클러치 페달을 밟고 조작하여

주십시오.

■혹한 시
1.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2 정도 밟은 상태에서

엔진 스위치를「START」위치로 돌려서 엔진시

동을 걸어주십시오.

2. 엔진시동이 걸리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1. 수회에 걸쳐 엔진스위치를「START」로 돌려도

엔진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최대한 밟고 엔진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2. 엔진시동이 걸리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2정도 밟아주십시요

중립

MSO-0159

MSO-0160

MSO-0161

MSO-0158

P. 119

1. 후진 기어 변속시는 차가 완전히 정지된
후 중립위치에서 3초정도 경과 후 기어
를 넣어주십시오.

2. 주행 중 클러치 페달 위에 발을 올려 놓
치 마십시오. (클러치 디스크의 조기 마
모 및 손상의 원인)

3. 기어 변속시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아
야 원활하게 기어가 변속됩니다.

4. ‘ 5’→‘ R’로 직접 기어를 변속하지 마십
시오. 일단 중립위치에 놓고 차가 완전
히 멈춘상태에서‘ R’로 기어 변속하십
시오.

5. 언덕길에서 주·정차시 안전을 위해 주
차 브레이크를 채워 주시고, 출발할 때
는 1단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엔진 회전수 2,000rpm정도)에서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놓으면서 차량이
전진하려는 시점이 되면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풀고 출발하여 주십시오.(이때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원위치 시
켜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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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위치와 속도범위
고단에서 저단으로 변속하는 경우, 변속 된 저단에

서 엔진 회전수가 타코미터의 적색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특히, 5단에서 4단으로 감

속할 경우 부주의로 변속레버를 왼쪽 방향으로 당

기면 2단으로 변속 되어 엔진이 급격하게 고회전

될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엔진에 손상을 줄 수

도 있습니다.)

●연비를 고려한 적절한 변속범위

「자동변속기 차량 취급요령」과 함께 읽어주십시오.

자동변속기는 전진 4단 후진1단으로 되어 있으며

각 기어단은 선택레버의 위치, 차속,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위치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변속 됩니다.

선택레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계기판 중앙 하단

부위와 선택레버 하단 플레이트에 위치 표시등이 있

습니다. 

야간에는 미등이나 헤드라이트를 켜면 선택 레버 표

시부위등도 함께 점등 됩니다.

버튼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버튼을 누르고 변속하십시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변속하십시오.

버튼을 누른 채 변속하십시오.
가능한 주행범위
경제적인 주행범위

MSO-0162

MSO-0163

1단

2단

3단

4단

5단

1. 법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십시오.
2. 각 변속위치에 최저속도는 노킹이 발생되

지 않는 속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1. 겨울철 기온이 낮을 경우 변속기 오일이
워밍업되기 전에는 기어 변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 현상이며 기
계적 이상이 아닙니다.

2. 정지상태에서 1단 또는 후진단 변속이 어
려운 경우, 기어를 중립에 놓고 클러치
페달을 떼었다가 다시 밟고 1단 또는 후
진단을 변속하십시오.

4. 주행중 기어를 변속할 때 외에는 변속레
버에 손을 올려놓고 운전하지 마십시
오.(변속기 내부 부품 마모의 원인)

주의
P. 10

선택레버의 위치의 기능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레버를‘ P’에서

다른 위치로 조작되지 않습니다.

1. 언제나 버튼을 누르고 선택레버를 조작하
면 잘못하여‘ P’‘ R’‘ 2’‘ L’에 변속될 우
려가 있습니다. 의 조작은, 필히 버튼
을 누르지 않고 조작하여 주십시오.

2. 아래의 조작을 할때는 안전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조작하는 습관을 들여주십시
오. ‘ N’→‘ D’, ‘ N’→‘ R’, ‘ R’→‘ P’

3. 전진에서 후진, 후진에서 전진 및‘ P’로
변속시에는 반드시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변속하여 주십시오.
차가 움직일 때‘ P’및‘ R’로 변속하면
변속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PARKING):주차
주차 및 엔진시동을 걸 때 사용하십시오.

주차시에는 차가 완전히 정지된 후‘ P’위치로 놓아

주십시오.

‘ P’일때 엔진 스위치에서 키이를 빼주십시오.

P

(REVERSE):후진
차량을 후진시킬 때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차량을 완전히 정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밝고‘ R’위치로 변속하십시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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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방법

(NEUTRAL):중립
이 위치에서도 엔진시동이 걸리지만 안전

을 위해‘ P’위치에서 엔진시동을 걸어주십시오.

변속기의 기어가 체결되지 않은 중립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교통체증 등에 의한 일시 정지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DRIVE):주행
통상주행시 사용하며,1단에서 4단까지

변속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속 됩니다.

● 95㎞/h이상의 차속에서는 절대 임의로 선택레

버를“2”나“L”위치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D

(SECOND GEAR):2단기어
미끄러운 길이나 언덕길을 올라갈 때 또

는 언덕길을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자 할

때 사용하며, 자동적으로 1단과 2단 기어로 변속

됩니다. 그러나 차속이 일정한 속도를 초과하면 3

단으로 변속 되어 엔진 오버-런닝을 방지합니다.

2

출발

1. 브레이크 페달은 오른쪽 발로 조절하십시오. 

선택레버를‘ D’‘ 2’‘ L’‘ R’상태에 있으면

「CREEP」현상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

지 않아도 차가 앞 또는 뒤로 움직입니다.

특히 에어컨 작동시와 같이 엔진 회전수가 높을

때에는「CREEP」현상이 강해져 앞 또는 뒤로

움직이려는 힘이 커지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각 위치로 이동시키십시

오.

2. 선택레버를 전진시에는‘ D’후진시에는‘ R’로 변

속시켜 주십시오.

선택레버의 조작은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

고 각 위치로 변속시켜 주십시오. 절대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밟고‘ N’또는‘ P’에서 다른 위치

로 변속하지 마십시오. 차가 갑자기 움직이게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3. 출발시에는 안전을 위해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4. 출발시에는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시고 주차브레

이크를 풀어주십시오.

5.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고, 액셀러레이터 페달

을 천천히 밟고 출발합니다. 

수동변속기 차는 출발시에 속도를 클러치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 조작을 병행하여 조절하지

만, 자동변속기 차는 액셀러레이터 페달 조작으

로 속도를 조정하므로 액셀러레이터 페달 조작

을 신중히 하여 주십시오.

자동변속기 운전방법

(LOW GEAR):1단 기어
1단기어로 고정되며 아주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나, 내려오며 강력한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차속이 일정한 속도

이상을 초과하면 차속증가에 따라 2단, 3단으로

변속 되어 엔진 오버-런닝을 방지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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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 움직이거나 출발하지 않도록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을 떼십시오. 

2. 액셀러레이터 페달를 천천히 밟은 상태

에서 차가 움직여 출발하는 감을 확인

한 후에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여 출발

하십시오.   

※CREEP현상이란...

선택레버를‘ P’‘ N’이외의 위치에 두면 동

력이 전달되는 상태로 되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자동변속기 차량의 특유의 현상입

니다.

오르막길에서의 운전

오르막 경사로 주행시 속도를 유지하기 위

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으면

「킥다운」되어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게 됩

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택레버를‘ 2’

위치로 놓아 주면 엔진 회전수가 적어져

원활한 주행이 됩니다.

「자동 변속기 모드 조정 스위치를 참조

하십시오」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깊숙히 밟는다.

MSO-0164

급한 오르막길에서의 출발
주행 중에 선택레버를‘ N’의 위치로 하지 마
십시오. 엔진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
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N’에 놓아도 연비
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주행

■평상시 주행
선택레버를‘ D’에 놓고 주행하십시오. 
출발에서부터 속도를 자동적으로 변속시켜 줍니다. 

■경사로 주행

선택레버를‘ 2’위치에 놓고 엔진브레이
크를 사용하십시오. 
● 긴 내리막 경사로에서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시

면 베이퍼 록 및 훼이드 현상이 발생되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져 위험합니다.

● 오버 드라이브 스위치를「OFF」상태로 놓아도

가벼운 엔진브레이크 현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긴 내리막길에서 유효하게 사용 하십

시오. 

「오버 드라이브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급가속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깊숙이 밟아
주십시오.
자동적으로 저속기어로 전환되어 급가속이 됩니다.

이것을 킥 다운이라 합니다.

■급한 경사로 주행시
강력한 엔진브레이크가 필요할 경우
선택레버를‘ L’위치에 놓아주십시오.
‘ L’위치는 속도가 40km/h 이하의 속도이하에서 사

용하여 주십시오.

P. 87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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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퍼 록이란…
브레이크액이 브레이크 마찰열에 의해
과열되어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기포만을 압축시키므로
브레이크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

※2. 훼이드 현상이란…
브레이크 마찰면이 과열되어 마찰력이
떨어져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급격한 엔진브레이크를 걸면 타이어의 미 끌림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정차

1. 선택 레버가‘ D’인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꼭 밟

아 주십시오.

● 에어컨 작동 중이거나 엔진 회전수가 높은경

우 CREEP현상이 강하게 발생하여,차가 앞

으로 움직이므로 특히 주의하십시오.

2.필요에 따라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십시오.

● 급경사의 오르막에서 정차시 CREEP 현상으

로 앞으로 전진하려는 힘보다 차량 중량 때문

에 차가 후퇴하려는 힘이 크게 되면 차가 후

퇴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확실

하게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정차

1. 차를 완전하게 멈추십시오.

2.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체결해 주십시오.

3. 선택레버를‘ P’위치에 놓아주십시오.            

●‘ P’일때는 차량이 고정되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 안전합니다. 주차시에는 선택레버를

‘ P’위치에 놓으시고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4  시동을 끄십시오. 

● 차에서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시동을

끄고 키이를 빼어 놓으십시오. 엔진시동이 걸

린 상태에서 만일 선택레버가 ‘ P’‘ N’이외

의 위치에 있을 경우, CREEP 현상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으며, 승차시 액셀레이터 페달을

모르고 밟을 경우 차가 갑자기 움직게 되어

사고위 원인이 됩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만 선택레버를
‘ P’위치에 놓아주십시오. 급정차시 사용은
위험하며 변속기를 파손 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지체가 되어 정차시간이 긴 경우에는
선택레버를‘ N’단에 놓으십시오.

1. 오르막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
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하지 마
십시오.

2. 정차중 무심코 공회전을 하지 마십시오.
만일 선택레버가‘ P’‘ N’이외에 있으면
순간적 급발진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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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모드 조정 스위치

● 노면상태 및 도로조건의 경우에 따라 주행모드를

선택 하십시오.

● 연비향상 및 가속성능 향상을 위해 장착된 스위

치로서 변속 패턴(SHIFT PATTERN)이 서로

상이한 파워(POWER), 노말(NORMAL) 및 홀

드(HOLD)의 3개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모드 조정 표시등

스위치 계기판 표시등 사용방법

통상시 주행
연비가 경제적이고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시 사용하십시오.

파워주행
파워주행 및 산간지를 운행할 시 사용
하십시오.

눈길 출발
눈길같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출발시에
는 선택레버를‘ 2’또는‘ D’에 놓고
그 속도로 출발시 눈길에서
출발이 용이합니다.

노 말
(NORMAL)

파 워
(POWER)

홀 드
(HOLD)

HDS-086

HDS-087

HDS-088

MSO-0167

MSO-0169

MSO-0171

MSO-0172

MSO-0173

MSO-0174

HDS-034

HDS-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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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드라이브 스위치

오버드라이브 표시등

스위치 표시등

소등

점등

사용방법

통상시 주행
1속에서 4속으로 자동변속 됩니다. 연비가 양호하고
경제적인 주행을 할 때 사용하여 주십시오.

경사도로 주행
1속에서 3속까지 자동변속 됩니다. 
다음과 같을 때 사용하여 주십시오. 
●긴 내리막 경사로에서는의 엔진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오르막 경사로에서 변속 회수를 적게 하여 원활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

선택레버위치 선택레버위치

L(LOW) 0~50km/h

2(2단) 0~95km/h

HDS-035

MSO-0176

MSO-0177

HDS-034

스위치를 누르면「ON」과「OFF」로 전환됩니다.

자동변속기의 3속 모드 2속에 고정되는 경우
주행 중 변속이 안되거나 경사로에서 발진이 늦어질

경우에는 변속기에 어떤 이상이 발생되어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서행

운전하여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

는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 입고하

여 점검하십시오.

■가능한 주행속도범위
과도한 높은 엔진회전으로 인한 엔진손상을 막기 위해

저단 기어 선택시 반드시 다음의 속도범위 내에서 주

행하십시오.

● 경사로에서 발진이 어려울 경우「2단」에 놓아주십

시오. 발진이 쉬워 집니다.

● 평탄로에서는「D단」으로 원위치시켜 주십시오.

● 3단 또는 4단으로 장시간 등판시 변속기 내부의 자

동변속기 오일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적으로 2단 고정 또는 3단으로 감속되는 경우가 발

생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가혹 운전조건에 따른 자

동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장이 아닙니

다. 정상운전 조건으로 바뀔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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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브레이크

P

당긴다

누룬다

내린다

점등

버튼

P

소등

MSO-0178

MSO-0179

■주차시

레버를 최대한 잡아 당깁니다. 

차를 완전히 정차시키고 주차브레이크 레버 끝단의

버튼을 누른지 않고 레버를 위로 잡아 당깁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선택레버‘ P’위치에 놓습

니다)

■주차 해제시

레버를 조금 당긴 후 버튼을 누르고 내립니다.

주차브레이크 레버를 내린 후 브레이크 경고등이

소등 되었는가 확인하십시오.

1. 경사로에 주차하실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하게 당기시고 변속 레버를「1단」또
는「후진」에 넣어 주십시오.
(자동변속기 차량은 선택 레버를‘ P’위
치에 놓으십시오)  

2. 주차브레이크를 당긴 채로 주행할 때에는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브레이크 성능 저하
및 고장 등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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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

속도를 줄이고!

MSO-0254

HDS-064

앤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은 급브레이크, 미

끄러운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륜이 록킹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동성을 유지해 더욱 안정된

자세와 핸들 조종성을 유지 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1. ABS가 작동해도 차량의 자세 안정성,
핸들 조정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과신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해 주십시오.

2. 모래, 자갈길, 눈 쌓인 도로 등에서 ABS
비장착차량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속
도를 줄여 운전하십시오.

3. 눈길을 주행 후 휠 부위에 묻어 있는 눈,
진흙 등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때 휠에 장착된 차속 감지 장치와 배선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

1. ABS가 작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에 약간
의 진동이 감지되고 작동 음이 들리는데
이는 AB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표시로
이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를 계
속 강하게 밟아 주십시오.

2. 엔진 시동을 걸고 출발직후 엔진 룸 내에
서 모터 음이 들리는데 이는 ABS장치의
작동 음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주의

ABS 경고등

1. 정상인 경우 엔진스위치를「ON」에 위치시키면

점등 되고 약 1초 후 소등됩니다.

2. 점등 된 채로 있을 경우 고장일 수 있으므로 기

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 또는 현

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점검

받아 주시십시오.

주행 중 경고등이 점등 될 때

1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지시키고 나서 엔

진시동을 끕니다. 다시 엔진 시동을 걸어

경고등이 점등 되지 않는다면 이상은 아

닙니다.

엔진 시동을 건 후 다시 점등 되는 경우

나 주행 후 재 점등될 때는 기아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 협력업체 또는 현대

자동차 직 사업소 및 정비 협력업체에

서 점검을 받아주십시오. 이 경우 ABS는

작동하지 않고 보통의 브레이크만 작동합

니다. 

2부스터 케이블(점프 케이블)에 의해 엔진

시동을 건 후 충전이 불 충분한 상태로

차를 출발 시키면 엔진이 불규칙하게 회

전하거나, ABS 경고등이 점등 되어 주행

할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전압 부족에 의한 것으로

ABS의 고장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는 공회전으로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한

후 주행하십시오.

타이어 주위를 청소할 때는 각 휠(전·후

륜 4개소)에 장착되어 있는 차속 감지 장

치 및 배선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핸들을 손으로 잡고 레버를 내리고 핸들을

상·하로 움직여 적당한 위치로 조정하십시오.

2.레버를 최대한 끌어올려 핸들을 확실하게 고정

시킵니다. 조정 후 핸들이 상하로 움직이는지 확인

하여 주십시오.

1.레버를 전방 (주간에 위치)에 놓고 후방 시야

를 확인하고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2.야간주행시 뒤쪽차량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

부실 경우에는 레버를 전진방향(야간에 위치)으

로 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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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주행 전에 하여주십시오. 주행 중에
조정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절대로 하지 마십
시오.

MSO-0180

주의

좌·우 전환레버

주간 야간

레버

위치 조정 스위치

MSO-0181

HDS-036

1. 실외후면경은 차체밖에 튀어나와 있기 때
문에 좁은 도로주행 및 차고주차시 주의하
여 주십시오.

2. 조수석의 실외후면경을 볼 때에는 시선이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방 부주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실외후면경을 접어둔 채로 운행하지 마십
시오.

주의

핸들 상·하 조정 실내후면경 스위치 실외후면경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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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경의 조정

▶ 전동식
1.  좌·우전환 레버를「R」의 위치에 있으면 우측

을, 「L」의 위치에 있으면 좌측의 후면경을 위

치 조정 스위치로 눌러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좌·우전환 레버를 중앙

위치에 놓아 주십시오.

■실외 후면경 접는 법
1. 입체 주차장 등 좁은 장소에 차를 주차 할 때와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시에 후면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면경을 차량 후방으로 접어 놓아 주십시

오.

2. 후면경을 후방으로 누르면 접혀 집니다. 환원시

에는“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전방으로

어 주십시오.

후면경은 손으로도 접어지고, 환원할 수 있습니

다.

접힘

환원

MSO-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