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목차(외관도 I) .............................................1-2
그림 목차(외관도 II) ............................................1-3
그림 목차(내관도 I) .............................................1-4
그림 목차(내관도 II) ............................................1-6
그림 목차(내관도 III)...........................................1-8
그림 목차(엔진룸) .............................................1-10

1.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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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엔진후드 ........................................................4-30 
2. 전조등 ............................................. 4-103, 7-47
3. 주간 주행등(DRL) ..........................4-100, 7-47
4. 휠/타이어 ...........................................  7-30, 8-2

5. 실외미러 ....................................................... 4-42
6. 선루프 ........................................................... 4-33
7. 앞유리 와이퍼 ............................... 4-107, 7-24
8. 유리창 ........................................................... 4-26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목차(외관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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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어 ............................................................... 4-14
10. 연료주입구 ................................................ 4-31
11. 제동등 ........................................................ 7-48
12. 트렁크 ........................................................ 4-18
13. 보조제동등 ................................................ 7-48

14. 뒷유리 열선 ............................................  4-114
15.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 4-92
16. 안테나 .......................................................4-148
17. 후방카메라 .................................................4-96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목차(외관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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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도어 열림 레버(실내) ………………………………  4-15
2. 승차자세 메모리 시스템✽ …………………… 4-36
3. 실외 미러 접이 스위치 …………………………  4-43
4. 실외 미러 조절 스위치 …………………………  4-43 
5. 유리창 개폐 잠금 버튼✽ ………………………  4-28 
6. 중앙 도어 잠금/잠금 해제 버튼 ………… 4-16
7. 유리창 개폐 스위치✽ ……………………………  4-26
8.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  4-52
9.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작동 버튼✽ ………… 5-52
10.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 5-90

11. 차체자세제어장치(ESC) ………………………… 5-34
12. 연료 주입구 열림 버튼✽ ………………………  4-31
13. 트렁크 열림 버튼✽/ ………………………………  4-18
 트렁크 열림 닫힘 버튼 …………………………  4-19
14. 전자 파킹 브레이크(EPB) 스위치✽ …  5-24
15. 엔진 후드 열림 레버 ………………………………  4-30
16. 스티어링 휠 높이 조절✽ ………………………  4-39
17. 스티어링 휠 ………………………………………………  4-39
18. 앞좌석 조절 스위치✽ ……………………………… 3-7

그림 목차(내관도 I)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스위치의 형상 및 배열은 사양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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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능은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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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5/07

유리창 개폐 스위치(잠금 버튼 포함)

OHIQR01724OHIQR01724

02
승차자세 메모리 시스템

OHIQR01729OHIQR01729

08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OHIQR01701OHIQR01701

10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OHIQR01703OHIQR01703

13
트렁크 열림 버튼

OHIQR01707OHIQR01707

09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작동 버튼

OHIQR01702OHIQR01702

12
연료 주입구 열림 버튼

OHIQR01706OHIQR01706

14
전자 파킹 브레이크(EPB) 스위치

OHIQR01708OHIQR01708

16
스티어링 휠 높이 조절

OHIQR01723OHIQR01723

18
앞좌석 조절 스위치

OHIQR01730OHIQR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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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계기판 …………………………………………………………  4-51
2. 경음기 …………………………………………………………  4-41 
3. 운전석 에어백 ………………………………………… 3- 50
4. 시동 버튼 ………………………………………………………  5-3 
5. AVN ……………………………………… 별도 매뉴얼 참조
6. 히터 및 에어컨 ………………………………………  4-115 
7. 시계 ……………………………………………………………  4-144
8. 비상경고등 버튼 ……………………………  4-98, 6-2
9. 동승석 에어백 ………………………………………… 3-51
10. 무릎 에어백 ……………………………………………… 3-50

11. 글로브 박스 ………………………………………………4-135
12. 변속레버✽ …………………………………………………… 5-9
13.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 4-97
14.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 4-92
15. 자동 정차 기능(Auto Hold)✽ ……………… 5-28
16.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 …………………………… 5-40
17. 앞좌석 조작키 ………………………별도 매뉴얼 참조
18. 좌석 히터/통풍 시트✽ ……………… 3-12, 3-13
19. 스티어링 휠 히터 버튼✽ ……………………… 4-40
20. 리어 커튼✽ ………………………………………………4-146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스위치의 형상 및 배열은 사양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목차(내관도 II)

OHI016004OHI016004

✽ : 해당 기능은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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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2

변속레버

OHIQR01702OHIQR01702

13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OHIQR01710OHIQR01710

15
자동 정차 기능(Auto Hold)

OHIQR01712OHIQR01712

18
좌석 히터/통풍 시트

OHIQR01722OHIQR01722

19
스티어링 휠 히터 버튼

OHIQR01727OHIQR01727

14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OHIQR01711OHIQR01711

16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

OHIQR01713OHIQR01713

20
리어 커튼

OHIQR01716OHIQR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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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오디오 리모컨 스위치✽ ………………………  4-149

2. 블루투스 핸즈프리 스위치 ……………………4-153

3. 패들 쉬프트 ……………………………………………… 5-13

4. 조명 스위치✽ ……………………………………………4-102

5. 와이퍼/와셔 스위치✽ ……………………………4-109

6. 계기판 메뉴설정 스위치✽ …………………… 4-76

7.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설정 버튼✽ …………………………… 5-70

8.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 5-61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5-65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스위치의 형상 및 배열은 사양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목차(내관도 III)

  A타입A타입   B타입B타입

OHI016005OHI016005

✽ : 해당 기능은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9

01
01

오디오 리모컨 스위치
04

조명 스위치

OHIQR01717OHIQR01717 OHIQR01725OHIQR01725

05
와이퍼/와셔 스위치

OHIQR01728OHIQR01728

07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설정 버튼

OHIQR01721OHIQR01721

08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OHIQR01720OHIQR01720

06
계기판 메뉴설정 스위치

OHIQR01719OHIQR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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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냉각수 보조 탱크  ………………………………………………………7-16

2. 라디에이터 캡 ……………………………………………………………  7-17

3. 브레이크액 ……………………………………………………………………7-19

4.  에어클리너 ……………………………………………………………………7-21

5. 엔진 오일 레벨게이지 ………………………………………………7-14

6. 엔진 오일 주입구  ………………………………………………………7-14

7. 와셔 탱크  ………………………………………………………………………7-20

8. 퓨즈/릴레이 박스 ………………………………………………………7-38

9. 점프 스타트 「-」 단자 ……………………………………………………6-6

※  추천오일 및 용량  ………………………………………………………  8-4

(각종 오일류의 용량 및 추천사양)

그림 목차(엔진룸)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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