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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 판

▶연료계

남아 있는 연료량을 나타냅니다.

F - 연료가 가득찬 상태
E - 연료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

연료계기지침이“E”부위를 지시하면 가능
한 빨리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유연휘발유나 부적절한 연료첨가
제의 사용은 엔진과 배기가스 관련장치를 손
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규정된 연료만
사용하십시오.

▶속도계

차량의 주행속도를 시간당 주행거리(km/h)
로 나타냅니다.

2-2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주 의

연료계

온도계

속도계RPM 미터
적산거리계
구간거리계



▶RPM 미터

분당 엔진회전수를 나타냅니다.

엔진을 무리하게 높은 rpm으로
회전시키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계기
의 지침이 적색부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운
행하십시오.

지침이 RPM 미터의 연두색 구간
(ECONO)을 유지하도록 주행을 하시면 연
료의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온도계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계기의 지침이 적색을 가리키면
엔진이 과열되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계기의
지침이 적색지점까지 올라가면 차량을 안전
한 곳에 위치시키고 냉각장치를 점검하십시
오. (9-6 페이지)

▶적산거리계 / 구간거리계

적산거리계 : 
총 주행거리가 표시됩니다.

구간거리계 :
계기판내에 있는 거리계 모드스위치를
짧게(0.5초 이내) 누르면 총 주행거리 및
구간주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TRIP → TRIP
(총주행거리) (구간거리계1) (구간거리계

2)

TRIP 및 TRIP 표시상태에

서 거리계 모드스위치를 2초 이상 누른 후
손을 떼면 거리계가 0으로 초기화됩니다.

BA주

BA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2-3

주 의 주 의



▶시트벨트 착용지시등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시
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지

시등이 점등됩니다. (4-8 페이지)

▶LPG연료차단 지시등*

LPG스위치를 누르면 지시등이
점등되고 LPG 연료가 차단되어

약 1분이내 엔진이 자동 정지 됩니다.

▶도어 열림 경고등

앞좌석과 뒷좌석 도어 및 테
일게이트중에서 어느 하나라

도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경고등이 점등
됩니다.

주행중에 도어가 열리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행전에 경고등의
소등여부를 점검하여 도어가 완전히 닫혔는
지 확인하십시오.

2-4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⑩ 주차브레이크 및 브레이크오일 수준 경고등
⑪ 충전경고등
⑫ 오일압력 경고등
⑬ 에어백 경고등*
⑭ 파워모드 지시등*
⑮ 홀드모드 지시등*
⒃ 상향지시등
⒔ 안개등 작동지시등*
⒕ 방향전환지시등 / 비상경고등

① 시트벨트 착용지시등
② LPG연료차단 지시등*
③ 도어 열림 경고등
④ LPG 기상지시등*
⑤ 엔진정비 지시등
⑥ ABS 경고등*
⑦ 연료경고등
⑧ 자동변속레버 표시등*
⑨ 적산/구간거리계

⑭⑮⒃⒔⒕

⑬⑫⑪⑩ ⑨ ⑧ ⑦⑥⑤ ④③②①

⒕

LPG

경 고



▶LPG 기상지시등*

LPG 기상연료공급시에 점등됩
니다. 냉각수온도 15°C 이하에

서 엔진시동시 기체 LPG연료가 공급되다가
엔진이 워밍업되어 액체 LPG연료로 전환되
면 경고등이 소등됩니다. 가능한한 지시등
이 소등된 후 운행하십시오. (6-2 페이지)

▶엔진정비지시등

시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점등되었다가 시동이 걸리면

소등됩니다.

운행중 경고등이 점등되면 엔진 및 배기가
스 관련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
속히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으
십시오. (9-3 페이지)

▶ABS 경고등*
시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점등되었다가 약3~4초후에 소

등됩니다.

운행중에 경고등이 점등되면 ABS는 작동되
지 않지만 일반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
동됩니다. (3-10 페이지)

▶연료경고등

연료탱크내에 남아 있는 연료
가 규정치이하로 내려가면 점

등되므로,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미리 연료
를 보충하십시오. 

경고등 점등시
L P G : 약 12
가솔린 : 약 7 남은 상태임.

주

▶자동변속레버 표시등*

자동변속레버의 위치를 나타냅
니다.

▶적산/구간거리계

총 주행거리 및 구간
주행거리가 표시됩니다.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2-5

CHECK



▶주차브레이크 및 브레이
크오일 수준 경고등

브레이크오일이 규정치 이하이
거나 주차브레이크가 당겨져 있는 경우에
점등됩니다. (9-4 페이지)

ABS 장착차량의 경우 주차브레이
크 레버를 당기지 않았는데도 주행중에 경
고등이 ABS경고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
등될 경우에는 ABS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즉시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서 점
검을 받으십시오. 단, ABS 작동중에 순간적
으로 주차브레이크 및 브레이크오일 수준
경고등이 깜밖일 수 있습니다.

주

▶충전경고등

시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점등되고 시동이 걸리면 소등

됩니다.

운행중에 경고등이 점등되면 배터리가 정
상적으로 충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불필
요한 전기장치는 모두 끄고 신속히 가까운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으십시
오. (9-3 페이지)

▶오일압력 경고등

시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점등되고 시동이 걸리면 소등

됩니다.

운행중에 경고등이 점등되면 엔진오일의
압력이 엔진을 손상시킬 정도로 낮아진 상
태이므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키
고 시동을 끈 다음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7-6 페이지)

▶에어백 경고등*

시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점등되었다가 7~8회 깜박인후

에 소등됩니다.

엔진시동상태 또는 주행중 경고등이 점등
되면 에어백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
로 신속히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4-13 페이지)

▶파워모드 지시등*
시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점등되었다가 약 3~4초후에

소등됩니다.

자동변속차량의 파워 (POWER) 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점등됩니다. (9-4 페이지)

운행중 파워모드지시등이 깜박이
는 경우에는 변속기 관련 장치에 이상이 발
생한 것이므로 신속히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
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2-6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주 의



▶홀드모드 지시등*
시동키를“ON”위치로 돌리면
점등되었다가 약 3~4초후에

소등됩니다.

자동변속차량의 홀드(HOLD) 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점등됩니다. (3-8 페이지)

▶상향지시등

상향전조등을 작동시키면 점등
됩니다. (2-8 페이지)

1⃞ 라이트 스위치 작동

스위치를 1단(     ) 위치로 돌리면, 계기판
등, 미등, 번호판등이 점등되고

스위치를 2단(     ) 위치로 돌리면, 전조등
도 점등됩니다.

라이트를 켠채로 시동을 끄고 키
를 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주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2-7

라이트 스위치

▶안개등 작동지시등*
안개등을 작동시키면 점등됩니
다. (2-10 페이지)

▶방향지시등/비상경고등

비상경고등 및 차량 방향지시
등과 동시에 점멸합니다. 

(2-8 페이지)

방향지시등이 정상보다 빠르게 작
동하면 방향지시등의 전구가 끊어진 것이
니 즉시 규정용량의 전구로 교환하십시오. 

주



3⃞ 추월신호

고속도로등에서 앞차를 추월하거나 또는
상대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십시오.

스위치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레버를 놓
을때까지 상향전조등이 점등됩니다. 

4⃞ 방향지시등 조정

라이트 스위치의 위치에 관계없이 시동키
“ON”위치에서 작동합니다.

좌회전시에는, 스위치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우회전시에는, 스위치 레버를 윗쪽으로 올
리십시오.

회전이 끝나면 스위치 레버는 자
동으로 원위치 됩니다.

주

2-8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2⃞ 전조등 조정

▶하향전조등 점등

라이트 스위치를 2단(     ) 위치로 돌리면
하향전조등이 점등되며, 

▶상향전조등 점등

하향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스위치 레
버를 앞쪽으로 밀어 고정시키면 상향전조
등이 점등됩니다. 

상향전조등이 점등되면 계기판의
상향지시등이 점등됩니다. (2-7 페이지)

주



▶와이퍼 작동 시간간격 조절

와이퍼 스위치를“INT”위치에 놓고 와이퍼
스위치의 조절레버를 돌려, 와이퍼의 작동
시간 간격을 조절하십시오.

와이퍼 스위치 레버를 INT쪽으로
살짝 밀면 와이퍼는 1회 작동후 정지되며,
와이퍼 스위치는 자동으로 원위치 됩니다.

주

2⃞ 와셔액 분사

앞유리를 깨끗이 닦을때 사용하십시오.

와셔 스위치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레버
를 놓을 때까지 와셔액이 분사되며, 와이퍼
는 수회 작동후 정지됩니다.

와셔스위치를 작동시켜도 와셔액
이 분사되지 않으면 와셔액을 보충하십시
오.

주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2-9

1⃞ 와이퍼 조정

레버의 위치에 따라 와이퍼가 3단계로 작
동합니다. 

OFF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INT 와이퍼가 간헐적으로 작동합니다.

조절스위치를 사용하여 작동시간
간격을 조절하십시오.

LO 와이퍼가 저속으로 작동합니다.  
H I 와이퍼가 고속으로 작동합니다. 

와이퍼/와셔 스위치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 주변차량에 비상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시동키의 위치에 관계없이 비상경고등 스
위치를 누르면 차량 앞, 뒷쪽의 방향지시등
이 동시에 점멸됩니다. 소등시에는 스위치
를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비상경고등이 작동되는 동안에 계
기판의 방향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입니다.
(2-7 페이지)

주

눈, 비, 안개에 의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켜십시오.

라이트 스위치를 1단( ) 이나 2단
( )에 놓은 상태에
서 안개등 스위치를 누르면 안개등이 점등
됩니다.

안개등이 켜지면 계기판의 안개등
작동지시등이 점등됩니다. (2-7 페이지)

주

2-10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안개등 작동*비상경고등 작동

3⃞ 뒷 유리 와이퍼/와셔액 작동

레버 위치에 따라 2단계로 작동합니다.

와셔 스위치 레버를 앞으로 살짝 밀면 와
이퍼만 작동되고, 한번더 밀면 와셔액과 와
이퍼가 동시에 작동됩니다.



계기판 및 스위치 사용요령 2-11

LPG 연료차단 스위치*

LPG 연료차단 스위치를 누르면 LPG 연료
차단 지시등이 점등되고, LPG 연료공급이
차단됩니다.

동절기 주차시에는 LPG 연료차단
스위치를 눌러 연료를 차단한 후 엔진시동
이 멈출때까지(약 1분) 기다리십시오.

이때 가속페달을 2~3차례 밟으면 엔진멈
춤까지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는 동절기 LPG 차량의 시동성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함입니다. (2-4 페이지)

주

뒷유리와 실외백미러의 습기 및 서리를 제
거 할 때 사용하십시오. 

시동키“ON”위치에서, 열선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되며, 스위치를 다시한번 누르면 작동이
정지됩니다.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약 10
분이 경과한 후에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열선 작동중에는 열선 스위치의
작동지시등이 켜집니다.

열선을 계속 작동시키면 전기계
통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기 및
서리제거가 끝나면 즉시 열선의 작동을 정지
시키십시오. 

주

뒷유리 및 실외백미러 열선 작동

주 의

주행중 LPG 연료차단 스위치를
누르면 연료공급이 중단되어 시동이 꺼지므
로 주행시에는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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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선택 스위치를 눌러 조정할 백미러
를 선택한 다음, 조정스위치를 상,하,좌,우로
눌러 미러의 각도를 조정하십시오. 

조정스위치는 시동키“ON”위치에
서만 작동합니다.

열선스위치를 누르면 뒷유리열선
과 함께 실외백미러의 열선도 같이 작동됩
니다. 

주

주

선택 스위치

1⃞ 실외백미러

실외백미러는 좁은 공간을 통과하거나 주
차시에 유용하도록 접을 수 있습니다.

주행중에 백미러를 조정하다가
차량을 잘못 조작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백미러는 반드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뒷쪽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조정하
십시오.

운전석 및 조수석 백미러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물의
위치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주

백미러 조정히팅매트 스위치*

경 고

히팅매트 스위치의 앞부분을 누르면 시트
가 따뜻해지고, 뒷부분을 누르면 히팅작동
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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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경사각 조정

운전하기에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핸들의
각도를 상, 하로 조정하십시오.

레버를 앞으로 민 상태에서 핸들을 상, 하
로 움직여 각도를 조정하십시오.

핸들의 각도 조정이 끝나면 레버를 몸쪽으
로 당기고 핸들이 정확히 고정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주행중에 핸들각도를 조정하다가 차
량을 잘못 조작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
니다. 핸들각도는 반드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
서 조정하십시오.

경 고

2⃞ 실내백미러

후방이 최대한 잘보이도록 손으로 백미러
를 상, 하, 좌, 우로 움직여 조정하십시오.

야간운행시 백미러하단부의 꼭지를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면 뒷차량의 전조등에 의
한 눈부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