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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보관함

글로브 박스

상단 글로브 박스를 열려면 글로브 박
스 왼쪽의 송풍구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 글로브 박스를 열려면 핸들을 왼
쪽으로 당깁니다. 차량 키를 사용하여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경고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보관함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충돌 시 이들 물
건이 커버가 열리게 하여 부상을 입
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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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홀더 앞좌석

장착된 경우 센터 콘솔 팔걸이에 컵홀
더가 있습니다.

뒷좌석

장착된 경우 뒷좌석 암레스트를 아래로
당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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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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아래 보관함

뒷좌석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접근하려면 시트 벤치를 들어
올립니다. 시트 벤치를 아래로 눌러 닫
습니다.

뒷좌석 보관함

뒷좌석에 수납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
다. 탭을 당겨 접근합니다. 보관함 도어
를 밀어 닫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를 설치 하기전에 보관함 도어를 닫아
야합니다.

센터 콘솔 보관함

장착된 경우, 래치를 눌러 들어올려 엽
니다. 옵션에 따라, 안쪽에 탈착식 보관
함 트레이, 보조 잭, USB 포트 및 전원
소켓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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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고정장치

이 차량에는 12개의 고정식 화물 고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내부의 12개 위치중 아무곳이
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당 최대
하중은 227 kg 입니다.

적재함 내부에는 액세서리 고정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9개 홀이 있습니다. 9개
의 홀 중 아무 곳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최대 하중은 고정 장치당 113 kg 입
니다.

주의

적재함 모서리 및 고정장치에 과하중
이 가해지면 적재함 벽이 손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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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방법 :

1. 액세서리 고정장치를 끝까지 삽입
합니다.

2. 고정고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입니
다.

3. 고정고리는 손으로만 단단히 조입
니다.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탈거 방법:

1. 액세서리 고정장치의 뒷판을 적재
함 벽에 고정한 상태에서 고정고리
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탈거합
니다.

2.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고정장치의
뒷판을 당겨 빼냅니다. 이렇게하면
토글가이드의 위치에 토글이 고정
됩니다.

3. 뒷판을 적재함 벽에 대고 누릅니다.
이렇게하면 토글 너트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4. 적재함 벽에서 뒷판, 토글 가이드
및 토글 너트를 완전히 탈거합니다.

5. 탈거한 고정고리를 다시 뒷판을 통
해 토글 너트에 다시 장착하여 재사
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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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삼각 표지판
비상 삼각 표지판은 차량 출고 시 뒷좌
석 아래 보관함에 보관되어 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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