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NA electric 퀵 가이드 

전기자동차 개요 ....................................................................... 2
전기자동차의 주요 장치 ...........................................................3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4
EV 모드 ...................................................................................5
전기자동차 충전 종류 ..............................................................13
전기자동차 충전 표시등 ..........................................................15
충전커넥터 잠금 ..................................................................... 16
예약 충전 ................................................................................17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의사항 .................................................. 18
전기자동차 충전 (완속 충전) ...................................................20
전기자동차 충전 (급속 충전) ...................................................26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30
전기자동차 충전이 안될 때 조치사항 .......................................41
전기자동차 주행 .....................................................................42
전기자동차 안전 주의사항 ......................................................55

※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 적용된 신기술, 신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
도록 제작된 가이드입니다.

※ 위 기능은 차량의 사양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개요 전기자동차 특징
1. 구동용(고전압)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주행을 하게 되므로 가솔린 등의 연료 보급이 필요 
없으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방지
합니다.

2. 고성능 모터가 적용되어 엔진 장착차량 대비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없으며 매우 조용합니다.

3. 감속하거나 내리막길 주행시에 회생 제동 브레이크
가 작동되어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는 에너지손실을 최소화 하여 주행가능거리를 늘
여줍니다.

4. 배터리 잔량 부족 시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및 휴대
용 충전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 종류”를 참고하십시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구동되는 
자동차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이용하여 가
솔린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데 비해, 전기자동차는 구동
용(고전압)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연료의 보급이 필요 없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알아두기

회생 제동 기능이란?
차량 감속 및 제동 시 전기 모터를 사용,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구동용 배터
리를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정보
 • 본 차량에는 모터 및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구동용 

(고전압) 배터리와 조명, 와이퍼, 오디오 등을 작동
시키는 보조 배터리(12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조 배터리는 (주행 가능) 표시등이 켜진상태 
또는 구동용(고전압) 배터리가 충전되는 경우에 자
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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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주요 장치
 •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장치 (OBC) : 전력망의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를 충전

하는 장치
 • 인버터 : 직류 -> 교류 변환하여 모터에 전원 공급, 교류 -> 직류 변환하여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회생제동) 
 • LDC : 고전압 배터리의 전원을 저전압(12V)으로 변환하여 차량 전원을 공급(DC-DC)
 • VCU : 전기차의 다양한 제어기를 총괄 제어
 • 모터 :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시키며 일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
 • 감속기 : 모터의 회전력을 적절한 속도와 토크로 타이어에 전달
 •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리튬이온 폴리머) :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공급 (조명, 와이퍼 등을 작동

시키는 보조배터리(12V) 별도 장착)

※ OBC : On Board Charger 
※ LDC : Low Voltage DC-DC converter
※ VCU : Vehicle Control Unit 

전기자동차의 주요 장치

 • 고전압 부품 및 구동용(고전압) 배터리의 배선,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 분해 하지 마십시오. 또
한, 고전압 부품 및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를 손
상 시키지 마십시오. 감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차량의 성능 및 
내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전압 부품 및 구동용(고전압) 배터리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자사 직영 서비
스센터나 블루핸즈에 문의바랍니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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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용(고전압)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 차량을 주행하지 않아도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잔

량이 서서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최고/최저 온도에서 차량을 보관할 경우 구동용(고

전압) 배터리 용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충전량이 동일하여도 주행 조건에 따라 주행거리가 

변합니다. 고속 주행이나 오르막길 주행은 평상시보
다 구동용(고전압) 배터리의 소비가 증가하여 주행
가능거리가 짧아 질 수 있습니다.

 • 냉·난방 사용시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전력을 사용
하기 때문에 주행가능거리가 짧아 집니다. 냉·난방
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십시오.

 • 차량 사용 년한에 따라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자연 
열화가 발생하며 이에 의한 주행거리 감소가 발생
합니다.

 • 충전용량 및 주행거리가 계속 감소 될 경우 자사 직
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
으십시오.

 •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동용(고전압)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3개월에 한
번씩 충전하십시오. 또한 충전량이 부족할 경우에
는 즉시 충전 후 차량을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해 완속 충전을 권장
합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20% 이하일때 100%까지 충전을 
하면 배터리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습
니다. (월 1회이상 권장) 

 • 구동용(고전압) 배터리의 충전상태에 따라 충전량 
표시계에 표기되는 충전 전력값이 낮아질 수 있습
니다.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는 일정량을 충전하면 
배터리의 수명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류를 서서
히 낮추어 완전히 충전합니다.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주       의

 • 구동용 배터리 충전계 게이지가 「L(부족)」 부분으
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충전양이 「L(부족)」
의 상태에서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면 배터리가 손
상되거나 용량 저하의 상태에 따라 배터리 교환이 
필요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 차량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에는 배터리 연결 상태를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
나 블루핸즈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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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모드

AVN(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홈 화면에서 「EV」 
메뉴를 선택하면 EV 모드로 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지급되는 Multimedia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EV 모드는 ‘충전소 검색, 에너지 정보, 충전 관리, ECO 
드라이빙, EV 설정’과 같은 EV 차량을 위한 기능들이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V 모드 내 메뉴 구성은 적용된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OSEVQ018051 OOSEV048147

EV 모드

OOSEV048178

 ̰ 충전소 검색 

화면에서 「EV → 지도」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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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정보

화면에서 「EV → 에너지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배터리 정보와 전력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정보

 현재 남은 배터리로 주행 가능거리와, 남은 배터리
량, 충전 방식 별 충전 예상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행 가능 거리는 실시간 주행 연비를 기준으로 
측정된 예상 거리입니다. 주행 패턴이 달라지면 
주행 가능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행 패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충전 목표량
을 설정한 경우에도 표시되는 예상 주행 가능 거
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V 모드

OOSEV048179

OOSEVQ018053 

현위치 주변, 목저지 주변 또는 경로 주변 전기충전소가 
검색됩니다. 원하는 충전소를 선택하면 해당 충전소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블루링크 서비스를 가입하면 충전소 사용 가능 여
부도 표시됩니다. 

OOSEVQ01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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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SEV048149

 ▶ 전력 소비량

 차량 내 시스템별로 현재 전력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구동계
 주행할 때 구동 모터의 구동 에너지와 회생 에너지

의 총합을 파워 및  에너지 소모 비율을 표시합니다.
② 공조 
 히터 또는 에어컨이 사용하는 파워 및 에너지 소모 

비율을 표시합니다.
③ 전장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스피커,내비게이션),

헤드램프, 차량 제어기 등의 차량 시스템이 사용하
는 파워 및 에너지 소모 비율을 표시합니다.

④ 배터리 케어
 겨울철 주행성능 향상 위한 원터 모드가 작동하여 

배터리 온도를 올려 줄 때나 여름철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할 때 사용되는 
순간 파워 및 에너지 소모 비율을  표시합니다.

EV 모드

 ̰ 충전 관리

화면에서 「EV → 충전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출발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위치에 따른 충전 옵션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OSEV0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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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충전 및 공조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의 예약 시간에 자동으로 배터
리 충전 및 공조(히터 및 에어컨) 온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충전 할인 시간을 적용하여 충전 시작 시
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V 모드

 ● 출발

① 출발 시간: 충전 후 차량 출발 예정 시간 을 입력
② 요일 반복:  예약 충전 및 예약 공조를 희망 하는  

 요일을 선택

 ● 예약 공조 설정

① 공조 온도 설정: 히터 및 에어컨 희망 온도를 입력

※ 희망온도가 설정이 되면 차량이 출발할 시간에 
맞춰 희망온도가 조절됩니다. 이때, 고전압 배
터리 충전 손실은 없습니다. 예약 공조는 겨울
철에 차량을 데움으로써 전기차의 성능을 향상
시킵니다.

OOSEV048155 OOSEV048156OOSEV0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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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충전 할인 시간 설정

① 시작 시간: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대역의  
 시작 시간

② 종료 시간: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대역의  
 종료 시간

③ 충전 모드
• 할인 시간 우선 충전: 할인 시간에 충전을 해

서 목표 충전량을 채우기 위해 할인 외 사간에
도 충전할 수 있음

•  할인 시간에만 충전 : 할인 시간에만 충전하기 
때문에 설정 충전량까지 충전 안될 수도 있음

 ▶ 위치 기반 충전

 위치 기반 충전 기능 사용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설
정한 위치에서만 예약 충전 및 예약 공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또한, 설정한 위치에서만 적용되는 충
전 전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종료 배터리량 설정

 • 완속 충전이나 급속 충전을 할 때, 배터리 목표 
충전량을 설정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최종 충전
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 단위로 배터리 충전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목표 충전량이 현재 배터리 충전량 보다 
낮을 경우 충전을 할 수 없습니다.

EV 모드

OOSEV048162

OOSEV048163

OOSEV048157 OOSEV0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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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모드

 ▶ 충전 전류

 • 완속 충전을 할 때 고정용 또는 휴대용 충전케이블
에 적합한 완속 충전 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완속 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케이블로 충전할 
때 충전이 안되거나 충전이 중단되면 입력전류 
크기를 조절하여 충전을 다시 해보십시오.

 • 충전 전류 설정에 따라 충전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치 기반 충전 기능(9 페이지 참고)을 이용하
여, 특정 위치에서의 충전 전류 설정을 이원화 
할 수 있습니다.

OOSEV048164

 ▶ CO2 감축량

 동급 가솔린 차량 대비 CO2 감축량 정보가 표시됩
니다.

 ̰ ECO 드라이빙

화면에서 「EV → ECO 드라이빙」을 선택하십시오.
CO2 감축량과 과거의 ECO 주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OOSEV048150

OOSEV0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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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터 모드

 • 윈터 모드는 고전압 배터리의 온도가 낮아 성능
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겨울
철 주행성능과 급속 충전 성능 유지를 위해 본 
기능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단, 배터리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
모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아 질 수 있습니다.

 ̰ EV 설정 

화면에서 「EV → EV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윈터 모드, 경고 및 EV 경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OSEV048158

EV 모드

 ▶ 이전 주행 이력

 이전 주행 때 연비 기록을 주행 날짜와 주행거리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비가 가장 좋은 항목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OOSEV048152

OOSEV0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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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설정 

 목적지 도달 불가 경고 :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남은 배터리량으로 도달 불가능한 목적지
일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V 모드

 ▶ EV 경로 

 길을  안내할 때 경로에 전기차 관련 기능을 적용하
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경로
를 볼 때 현재 배터리 양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사이에 주행 가능한 구간 
및 주행 불가능한 구간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주
변 충전소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충전소 검색 아이
콘도 표시됩니다.

OOSEV048160 OOSEV048165

 • 윈터 모드는 주행 중에 배터리의 온도가 낮으면 
적정 온도까지 배터리 온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주행 전 예약 공조 및 원격 공조(사양 적용
시)를 실행할 때 배터리 온도가 낮으면 주행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동합니다. 

 단, 배터리 충전량이 낮은 경우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배터리 히터가 장착 된 차량만 본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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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에 대한 정보  ̰ 충전 시간에 대한 정보
충전의 종류에는 공공용으로 설치된 전용충전기를 이용
하는 완속 충전 및 급속 충전과 가정용 전기 콘센트를 이
용하는 휴대용 충전방식이 있습니다.

 • 완속 충전 : 공공충전소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화물칸에 수납되어 있는 완속형 충
전케이블(사양 적용시)을 이용하여 충전하십시요. (완
속 충전 방법 참고)

 • 급속 충전 : 공공충전소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방법은 각 급속 충전기 설치 
회사에서 지원하는 별도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급속 충전만을 연속 또는 반복하여 사용하면, 배터리 성
능 및 수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평상 시에는 완속 충전을 권장합니다.
 • 휴대용 충전 : 충전된 배터리 용량이 적어 공공충전소

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
는 220V 휴대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 및 전기부하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종류

충전 방법 도심형 항속형

완속 충전
상온에서 약 6시간 10분 소요

(100%까지 충전 가능)
상온에서 약 9시간 35분 소요

(100%까지 충전 가능)

급속 충전

100kW급 충전기
상온에서 약 54분 소요

(80%기준, 100%까지 충전 가능)
상온에서 약 54분 소요

(80%기준, 100%까지 충전 가능)

50kW급 충전기
상온에서 약 57분 소요

(80%기준, 100%까지 충전 가능)
상온에서 약 75분 소요

(80%기준, 100%까지 충전 가능)

휴대용 충전
상온에서 약 19시간 이내로 소요

(100%까지 충전 가능)
상온에서 약 31시간 이내로 소요

(100%까지 충전 가능)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상태와 수명, 충전기의 사양, 주변 온도에 따라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 확인을 위하여 최대 3분의 진단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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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방법의 종류

구분 충전 인렛 (차량) 충전커넥터 충전 전원 충전 방법  충전 시간

완속 충전
공공 충전소의 
완속 충전기 이용

도심형: 약 6시간 10분 
항속형: 약 9시간 35분

※ 100%까지 충전 가능

급속 충전
공공 충전소의 
급속 충전기 이용    

도심형:   약 54분(100kW),  
약 57분(50kW)

항속형:  약 54분(100kW), 
약 75분(50kW)

※  80%기준, 100%까지 
충전 가능

휴대용 충전 가정용 전기 사용

도심형: 약 19시간
항속형: 약 31시간 

※ 100%까지 충전 가능

전기자동차 충전 종류

OLFP0Q5006KOOSEVQ018066

OOSEVQ018004

OOSEVQ018066 OLFP0Q5006K

OAEEQ016079N OAEEQ016023

OLFP0Q5007K

OAEEQ016024

※ 충전기의 형상 및 사용방법은 각 충전기 제조사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상태와 수명, 충전기의 사양, 주변 온도에 따라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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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상태에 대한 정보

차량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시 차량 외부에서 충
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충전 상태 표시등

충전 표시등 동작 내용

흰색 켜짐
충전 도어 열림

(충전 대기)

녹색 켜짐 충전 중

녹색 깜빡임 예약 충전 설정

적색 깜빡임
충전 불가

(충전 시스템 이상)

황색 켜짐
고전압 작동 경고

(12V 보조 배터리 세이버+
작동 또는 예약/원격 공조)

③ 고전압 경고 표시등

충전 표시등 동작 내용

고전압 작동 경고
(12V 보조 배터리 세이버+
작동 또는 예약/원격 공조)

④ 즉시 충전 버튼 및 표시등

충전 표시등 동작 내용

예약 충전 설정 시, 
즉시 충전 요청 가능

② 충전량 표시등

충전 표시등 동작

내용충전 전
(켜짐)

충전 후
(켜짐)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매우 낮음(황색)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낮음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중간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높음

전기자동차 충전 표시등

OOSEVQ0100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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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넥터 잠금 동작

 • LOCK 모드(버튼 표시등 꺼짐) : 충전커넥터를 충전
인렛에 연결하면 잠금장치가 잠기며, 사용자가 잠금 
해제 할 때까지 잠금 상태를 유지합니다. (휴대용 충
전기 도난방지를 위해)

 충전커넥터를 잠금 해제 하기 위해서는 차량 도어
를 잠금 해제하면 됩니다. 

 충전 중에 도어를 잠금 해제하여 충전커넥터가 잠
금 해제됐는데 충전인렛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 
15초 후에 자동으로 다시 잠금 상태가 되며, 차량 도
어를 잠금하면 충전커넥터는 즉시 잠금 상태가 됩
니다. 

 • AUTO 모드(버튼 표시등 켜짐) :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인렛 잠금 장치가 잠기며, 충전이 끝나면 잠금 
장치가 잠금 해제 됩니다. (공용충전기 사용시 뒷사
람을 위해)

완속 충전 시 충전커넥터 AUTO/LOCK 모드

충전커넥터를 잠금하는 기능으로 외부인이 충전커넥
터를 충전인렛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
니다. 
「 」버튼을 눌러 AUTO 모드 또는 LOCK 모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급속 충전은 AUTO/LOCK 모드와 상관 없이 충전 
중 충전인렛이 잠금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인렛이 잠금 해제됩니다.

LOCK 모드 AUTO 모드
충전전

(예약대기)
O X

충전중 O O
충전완료 후 O X

충전커넥터 잠금

OOSEVQ019088K
[A] : 오토모드 [B]: 잠금모드



17

 • AVN(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스
마트폰 BlueLin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충전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충전 설정 방법의 상세내용은 별도 지급되는 
Multimedia 매뉴얼 및 BlueLink 매뉴얼을 참고하
십시오.

 • 예약 충전은 완속 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로 충전할 때만 작동합니다.

 ̰ 예약 충전 

 • 예약 충전이 설정되어 있고, 완속 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를  연결하여 
충전을 할 경우 충전 상태 표시등(1)이 약 3분 동안 깜
빡이고 즉시 충전 버튼의 표시등(2)이 켜져 예약 충전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예약 충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완속 충전기 및 휴대
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를 연결해도 
즉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 충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충전 버튼(2)을 약 2초 
이상 누르거나 내비게이션 또는 스마트폰 BlueLin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충전 설정을 해제하십
시오.

 • 예약 충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충전 시작 
시간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 충전기를 연결한 후 충
전이 바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 완속 충전기 및 휴대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 연결방법은 완속 충전방법을 참고하
십시오.

OOSEVQ010007L

예약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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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 시 주의사항

OLFP0Q5007K

 ̰ 완속 충전기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의사항

 ̰ 급속 충전기

OAEEQ016023

OAEEQ016028

 ̰ 완속 충전케이블 충전커넥터
(차량측)

충전플러그
(충전기측)

충전기의 형상 및 사용방법은 각 충전기 제조사 마다 상
이할 수 있습니다.

 •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공 심장 박동
기 등 의료용 전기 기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 심장 박동기 등 의료용 전기 기기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의료진 및 의료용 전기 기기 제
조업체에 전기차 충전 작업이 의료용 전기 기기
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 충전 작
업을 하십시오. 

 • 충전케이블의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에 물
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후 충전
기 및 차량 충전인렛에 연결하십시요. 물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간 채 접속 하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경      고
 • 충전케이블의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를 충

전기 및 차량 충전인렛에 연결할 때, 충전커넥
터, 충전플러그, 충전인렛의 결합부에 손이나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충전중 감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
을 지켜 주십시오.
 -   방수 기능이 적용된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   젖은 손으로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를 넣

거나 빼지말고, 충전케이블 연결시에 물 또
는 눈 위에 서지 마십시오.

 -   번개가 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충전을 하
지 마십시오.

 -   비가 오면 빗물이 충전케이블의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의 결합부에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충전을 하지 마십시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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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EEQ016029

 ̰ 충전커넥터(차량측)  ̰ 충전플러그 
(충전기측)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의사항

   주       의

 •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는 항상 건조한 상태
로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또한 충전케이블은 
물기나 습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하기 전에 시동을 「OFF」 하십시오.

 • 충전 중 시동 「OFF」 상태라도 모터룸 내의 냉각
팬이 자동적으로 작동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상태에서 냉각 팬에 손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충전커넥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
오. 충전커넥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충전 시 평상시와 다른 이상(냄새, 연기 등)이 
발견되면 즉시 충전을 중지바랍니다.

 • 피복이 손상된 충전케이블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십
시오.

 • 완속 충전케이블(사양 적용시)은 자사에서 제공
된 순정부품을 사용하십시오. 이외의 릴선 등 
별도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순정 부품을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콘센트가 이상 현상을 일으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      고

 • 충전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경우반드시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의 손잡이 부분을 잡
으십시오.

 케이블을 잡아 당기면 내부 전원 선이  끊어지거
나 파손되어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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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속 충전기 연결 방법

1.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두십시오.

2. 각종 전원 스위치를 끄고, 「P」(주차)단으로 변속하
고 시동을 끄십시오. 「P」(주차) 단 이외의 단에서 충
전을 시도 할 경우 「P」(주차) 단으로 자동 변속하여 
충전을 진행합니다. 

완속 충전방법

OLFP0Q5007K

OAEEQ016028

공공충전소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
니다. 차량 화물칸에 수납되어 있는 완속형 충전케이블
을 이용하여 충전하십시오.

충전기의 형상 및 사용방법은 각 충전기 제조사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충전 도어의 아이콘이 표시된 부분을 눌러 충전 도
어를 여십시오. 충전 도어는 차량 도어가 잠금 상태
이면 열리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완속 충전)

 ̰ 완속 충전기

 ̰ 완속 충전케이블 충전커넥터
(차량측)

충전플러그
(충전기측)

OOSEVQ018008L

   주       의
추운 날씨에 충전 도어가 얼어서 열리지 않으면 충
전 도어 주변을 톡톡 두드려 얼음을 제거한 후 여십
시오. 만일 강제로 열 경우 충전 도어가 파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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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커넥터 AUTO/LOCK 모드
 충전커넥터를 충전인렛에 연결하면 「 」버튼을 눌

러 선택한 모드에 따라 잠금 시기가 달라집니다.
 LOCK 모드 : 충전커넥터가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자동으로 충전커넥터는 잠금 상태가 됩니다.
 AUTO 모드 : 충전커넥터가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충

전을 시작하면 충전커넥터는 잠금 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전커넥터 AUTO/LOCK 모드」를 

참고하십시오. 

7. 충전 플러그를 완속 충전기의 충전 콘센트(220V)
에 연결한 후 충전을 시작하십시오. 8. 계기판 내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켜

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 표시등이 꺼져 있을 
경우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충전커넥터 및 충전 플러그가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충전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하십시오.

OOSEVQ018010OOSEVQ018009

전기자동차 충전 (완속 충전)

4.  충전 도어를 열고 충전인렛의 커버(1)를 여십시오. 
5. 충전커넥터와 충전인렛에  먼지 등 이물질이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6. 충전커넥터 손잡이 부분을 잡고 차량의 완속 충전

인렛에 연결하십시오. 이때, “찰칵” 소리가 날 때까
지 충분히 밀어 주십시오. 

 결합이 잘 되지 않았다면 충전커넥터와 충전단자 접
속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전 방법, 분리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각 완속 충
전기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 충전커넥터의 형상은 각 충전기 제조사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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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전이 시작되면 계기판에 충전 예상 소요시간이 
약 1분 동안 표시됩니다.

 충전중에 운전석 도어를 열 경우에도 계기판에 충전 예
상 소요시간이 약 1분 동안 표시됩니다.

 예약 충전/예약공조/원격공조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충전 예상 소요시간이 “--＂로 표시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완속 충전)

OOSEV048133

   주       의

 • 안전을 위해 「P」(주차) 단에서만 충전을 하십시오.
 충전이 시작 된 이후에는 시동 버튼을 눌러 「ACC」 

또는 「ON」 상태로 한 후 라디오 등의 전장품 사용
은 가능합니다.

 • 완속 충전 중에는 지역에 따라 라디오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 충전 중에는 「P」(주차)단에서 다른 위치로 변속
할 수 없습니다.

   주       의
충전 예상 소요시간은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상태
와 수명, 충전기의 사양,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충전 상태 확인

차량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시 차량 외부에서 충
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OSEVQ0100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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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속 충전기 분리 방법

1. 충전이 완료되면 완속 충전기의 충전 콘센트(220V)
에서 충전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OLFP0Q5007K

전기자동차 충전 (완속 충전)

 ̰ 완속 충전기

충전 표시등 동작

내용충전 전
(켜짐)

충전 후
(켜짐)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매우 낮음(황색)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낮음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중간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높음

OOSEVQ018012

2. 충전커넥터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잠금 해제 버튼(1)
을 누르면서 당겨 분리하십시오. 

 충전케이블 도난방지를 위해 충전커넥터 잠금 상태
에서는 충전커넥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충전커넥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차량 도어를 잠금 
해제 해야 합니다. 도어를 잠금 해제하면 충전커넥
터가 충전인렛으로부터 잠금 해제되어 분리 할 수 
있습니다.  

 단, AUTO 모드에서는 충전 완료 후 잠금이 자동 해
제되어 충전커넥터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전커넥터 AUTO/LOCK 모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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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완속 충전)

3. 충전인렛 커버를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4. 충전 도어를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5.  충전커넥터와 충전플러그에 보호캡을 닫아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6.  충전케이블을 화물칸 수납 정리함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OOSEVQ018013

   주       의

 • 충전커넥터를 분리할 때 차량 도어 잠금 해제 후 
분리하십시오. 차량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는 충
전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1)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 충전커넥터를 분리할 때 잠금 해제 버튼(1)을 누
르지 않은 상태로 강제로 분리 하지 마십시오. 
충전커넥터 및 차량의 충전인렛이 파손될 수 있
습니다.

 • 차량 도어 잠금 해제 후에도 충전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1)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모터룸에 위
치한 비상 해제 케이블을 당긴 후 충전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1)을 눌러서 충전커넥터를 분리
하십시오. 충전커넥터 잠금 장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
검을 받으십시오.

 ̰  비상시 충전커넥터 분리

배터리의 방전 및 차량의 전기 배선 이상으로 인해 충전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으면, 후드를 열고 비상 해제 케이
블을 당기면 충전인렛 잠금 장치가 잠금 해제됩니다.

OOSEVQ0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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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완속 충전)

   주       의

 • 충전케이블을 개조, 분해 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는 항상 건조한 상태
로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또한 충전케이블은 
물기나 습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  완속 충전케이블 보관 및 관리방법  

완속 충전케이블은 화물칸 수납 정리함에 보관하십시오.

OOSEVQ018015

 •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 내부에 이물질, 먼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에어건으로 공기를 불어 제
거하십시오.

 •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에 손상, 부식, 녹이 
있는 경우 또는 연결할 때 느슨해진 느낌이 있는 
경우는 충전을 하지 마십시오. 자사 직영 서비스
센터나 블루핸즈에 문의바랍니다.

 • 충전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
십시오.

 - 무리한 힘으로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 비틀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바닥에 끌지 마십시오.
 - 케이블 위에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 열기구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액체와 같은 물체와 같이 보관하지 마십시오.

충전케이블이 오염 되었을 경우 거즈 등의 부드러운 천
을 중성세제 3%의 수용액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깨끗
한 천을 이용하여 물기가 없도록 깨끗이 닦아냅니다. 
물기를 닦아낸 후,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서 건조 시키
십시오.
이때 충전커넥터 및 충전플러그에 물이 묻지 않토록 주
의하십시오.

   주       의
충전케이블에 묻은 오염을 제거할 때 주의사항
 -  벤젠, 신나, 세제 등의 유기용제는 충전케이블을 

변형, 변색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일반 차량용 클리너 제품을 사용하여 충전케이
블의 오염을 제거 할 경우 상기 유기 용제가 포
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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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충전방법

공공충전소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
니다. 급속 충전기에 설치된 충전케이블을 이용하여 충
전하십시오.

※  충전기의 형상 및 사용방법은 각 충전기 제조사 마
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이미 완충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속 충전
을 할 경우, 일부 업체의 급속 충전기의 경우 차량과
의 통신이 안되어 충전을 시작할 때 오류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차량이 완충전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급속 충
전을 하지 마십시오.

 ▶ 급속 충전기 연결 방법

1.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두십시오.

2. 각종 전원 스위치를 끄고, 「P」(주차)단으로 변속하
고 시동을 끄십시오. 「P」(주차) 단 이외의 단에서 충
전을 시도 할 경우 「P」(주차) 단으로 자동 변속하여 
충전을 진행합니다. 

3. 충전 도어의 아이콘이 표시된 부분을 눌러 충전 도
어를 여십시오. 충전 도어는 차량 도어가 잠금 상태
이면 열리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급속 충전)

OAEEQ016023 OOSEVQ018008L

 ̰ 급속 충전기

   주       의
추운 날씨에  충전 도어가 얼어서 열리지 않으면 충
전 도어 주변을 톡톡 두드려 얼음을 제거한 후 여십
시오. 만일 강제로 열 경우 충전 도어가 파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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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전 도어를 열고 급속 충전인렛의 커버(1)를 여십
시오.

5. 충전커넥터와 충전인렛에 먼지 등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6. 충전커넥터 손잡이 부분을 잡고 차량의 급속 충전
인렛에 연결하십시오. 이때, “찰칵” 소리가 날 때까
지 충분히 밀어 주십시오.    

 결합이 잘 되지 않았다면 충전커넥터와 충전단자 접
속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전 방법, 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은 각 급속 충전기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 충전커넥터의 형상은 각 충전기 제조사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7. 계기판 내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켜
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 표시등이 꺼져 있을 
경우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충전커넥터가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충
전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하십시오.

전기자동차 충전 (급속 충전)

OOSEVQ018016 OOSEVQ0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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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급속 충전)

   주       의

 • 안전을 위해 「P」(주차) 단에서만 충전을 하십시오.
 충전이 시작 된 이후에는 시동 버튼을 눌러  

「ACC」 또는 「ON」 상태로 한 후 라디오 등의 전
장품 사용은 가능합니다.

 • 충전 중에는 「P」(주차)단에서 다른 위치로 변속
할 수 없습니다.

   주       의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때 온도 관리를 위해 에어
컨을 이용하여 냉각이 이루어지며 에어컨 압축기 및 
냉각팬 작동에 따른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
름에 고전압 배터리 충전중 에어컨을 작동하면 고전
압 배터리 냉각 시스템 작동에 따른 에어컨 성능저
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상태 확인

차량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시 차량 외부에서 충
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OSEVQ010050L8. 충전이 시작되면 계기판에 충전 예상 소요시간이 
약 1분 동안 표시됩니다.

OOSEV048198

   주       의
충전 예상 소요시간은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상태
와 수명, 충전기의 사양,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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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속 충전기 분리방법

1. 급속 충전이 완전히 완료되었거나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멈춘후 충전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충전커
넥터의 분리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각 급속 충전기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2. 충전인렛 커버를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3. 충전 도어를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OOSEVQ018013

전기자동차 충전 (급속 충전)

충전 표시등 동작

내용충전 전
(켜짐)

충전 후
(켜짐)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매우 낮음(황색)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낮음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중간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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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충전케이블 충전 전류 설정방법

1.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콘센트 정격 전류
를 확인하십시오.

2.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십시오.
3. 제어 박스 표시창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① 전원 플러그/전선(케이블)
② 제어 박스
③ 아웃렛 커넥터/전선(케이블) 

충전된 배터리 용량이 적어 공공충전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는 220V 휴대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를 이용하여 충
전할 수 있습니다.

 • 본 케이블은 의도치 않은 차량의 방전으로 인한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부품으로 일반 콘센트에 충전할 때
는 전기차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완충 목적으로의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 본 케이블을 가정용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배
전기의 용량 초과로 인해 전원 차단, 화재 발생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휴대용 충전방법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OAEEQ016042

OLFP0Q50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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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전류 ICCB 충전 전류 제어박스 표시창

14~16A 12A

13~12A 10A

11~10A 8A

9~8A 6A4. 제어 박스 뒷면에 버튼(1)을 1초 이상 눌러서 충전 
전류를 조절하십시오.

 (충전케이블 타입 및 충전전류 설정 예시를 참조하
여 설정)

5. 버튼(1)을 누를때마다 제어박스 표시창이 12A, 
10A, 8A로 순차적으로 변경합니다.

6 충전전류 설정이 완료되면 휴대용 충전 절차에 따
라 충전을 시작하십시오.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OOSEVQ018054 

OOSEVQ018055 

※ ICCB 충전 전류 설정 예시  
 (단, 예시는 참조용이며, 주위 환경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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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 박스에 전원 연결 표시등(녹색)이 켜진 것을 
확인합니다. 

3.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두십시오.

4. 각종 전원 스위치를 끄고, 「P」(주차)단으로 변속하
고 시동을 끄십시오. 「P」(주차)단 이외의 단에서 충
전을 시도 할 경우 「P」(주차)단으로 자동 변속하여 
충전을 진행합니다. 

5. 충전 도어의 아이콘이 표시된 부분을 눌러 충전 도
어를 여십시오. 충전 도어는 차량 도어가 잠금 상태
이면 열리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OOSEVQ018056 

 ̰ 전원 플러그 연결 ̰  휴대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 연결 방법

1.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십시오.

OLFP0Q5020K

   주       의
노후화된 콘센트 또는 손상, 부식 균열이 있는 콘센
트에는 충전을 하지 마십시오.  

OOSEVQ018008L

   주       의
추운 날씨에  충전 도어가 얼어서 열리지 않으면 충
전 도어 주변을 톡톡 두드려 얼음을 제거한 후 여십
시오. 만일 강제로 열 경우 충전 도어가 파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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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SEVQ018009

6.  충전 도어를 열고 인렛 커버(1)를 여십시오.
7.  충전커넥터의 보호캡을 열고 충전커넥터와 충전인

렛에 먼지 등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9.  충전은 자동으로 시작하며 충전 표시등은 깜빡입
니다.

8.  충전커넥터 손잡이 부분을 잡고 차량의 완속 충전인
렛에 연결하십시오. 이때,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밀어 주십시오. 결합이 잘 되지 않았다면 충
전커넥터와 충전단자 접속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전커넥터 AUTO/LOCK 모드
 충전커넥터를 충전인렛에 연결하면 「 」버튼을 눌

러 선택한 모드에 따라 잠금 시기가 달라집니다. 
 LOCK 모드 : 충전커넥터가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자동으로 충전커넥터는 잠금 상태가 됩니다.
 AUTO 모드 : 충전커넥터가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커넥터는 잠금 상태가 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충전커넥터 AUTO/LOCK 모드」를 
참고하십시오.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OOSEVQ018057 

 ̰ 충전



34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주       의

 • 안전을 위해 「P」(주차) 단에서만 충전을 하십시오.
 충전이 시작 된 이후에는 시동 버튼을 눌러 「ACC」 

또는 「ON」 상태로 한 후 라디오 등의 전장품 사용
은 가능합니다.

 • 충전 중에는 「P」(주차)단에서  다른 위치로 변속
할 수 없습니다.

11. 충전이 시작되면 계기판에 충전 예상 소요시간이 
약 1분 동안 표시됩니다.

 충전중에 운전석 도어를 열 경우에도 계기판에 충전 
예상 소요시간이 약 1분 동안 표시됩니다.

 예약 충전/예약공조/원격공조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충전 예상 소요시간이 “--＂로 표시됩니다.

   주       의
충전 예상 소요시간은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상태
와 수명, 충전기의 사양,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OOSEV048133

10. 계기판 내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 표시등이 꺼져 있을 경우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충전커넥터가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충
전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하십시오.

OOSEVQ0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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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 상태 확인

차량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시 차량 외부에서 충
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OOSEVQ018050

충전 표시등 동작

내용충전 전
(켜짐)

충전 후
(켜짐)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매우 낮음(황색)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낮음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중간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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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충전기 상태 표시등 구조 및 설명

제어 박스 분류 표시 상태

플러그(PLUG)

 • 켜짐 : 전원 연결
 • 깜빡임 : 플러그 온도 센서 고장

 • 켜짐 : 플러그 고온 보호 작동
 • 깜빡임 : 플러그 고온 경고

전원(POWER)  • 켜짐 : 전원 연결

충전(CHARGE)  • 깜빡임 : 충전
※ 표시등 절전 모드 시 본 표시등을 제외한 다른 표시등은 모두 꺼짐

고장(FAULT)  • 깜빡임 : 충전 중단 ( 누설 전류, 통신, 내부 고온 보호 )

충전 전류(CHARGE LEVEL)

 • 충전 전류 12A

 • 충전 전류 10A

 • 충전 전류 8A

차량(VEHICLE)

 • 충전커넥터 연결

 • 충전

 • 깜빡임 : 충전 불가 ( 통신 오류 )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녹색)

(적색)

(녹색)

(파란색)

(적색)

제어 박스 뒷면에 위
치 한  버 튼 ( 1 ) 을  
1초 이상 누를 때마다 
전류를 3단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OAEQ04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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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충전기 충전상태 표시등

No 표시 상태 No 표시 상태

1

 • 전원 플러그 연결 (녹색 켜짐)
 • 플러그 온도 센서 이상 (녹색 깜빡임)
 • 플러그 온도 과온 경고 (적색 깜빡임)
 • 플러그 온도 이상 발생 (적색 켜짐)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 문의하십시오)

2 충전커넥터 차량 연결 (녹색 켜짐)

3
-  충전중

 • 충전 (녹색 깜빡임)

 • 차량 (파란색 켜짐)
4

-  차량 연결 전 (적색 깜빡임)
 • 내부 온도 이상 발생

 • 기기 오류 발생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 문의 하십시오)

5

-  차량 연결 후 (적색 깜빡임)
 • 내부 진단 소자 고장

 • 누설 전류 발생

 • 내부 온도 이상 발생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 문의 하십시오)

6
-  차량 연결후 (적색 깜빡임)

 • 차량 통신 오류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 문의 하십시오)

7

 • 플러그 온도 센서 이상 (녹색 깜빡임)
 • 플러그 온도 과온 경고 (적색 깜빡임)
 • 플러그 온도 이상 발생 (적색 켜짐)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 문의 하십시오)

8
-  절전 모드

 • 충전 (충전 시작 3분 후) (녹색 깜빡임)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OOSEVQ018059 OOSEVQ018063

OOSEVQ018060 OOSEVQ018064

OOSEVQ018061 OOSEVQ018065

OOSEVQ018062 OAEEQ0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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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충전케이블(I C C B-I n C a b l e 
Control Box) 분리 방법

1. 충전커넥터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잠금 해제 버튼(1)
을 누르면서 당겨 분리하십시오.

 충전케이블 도난방지를 위해 충전커넥터 잠금 상태
에서는 충전커넥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충전커넥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차량 도어를 잠금 
해제 해야 합니다. 도어를 잠금 해제하면 충전커넥
터가 충전인렛으로부터 잠금 해제되어 분리 할 수 
있습니다.  

 단, AUTO 모드에서는 충전 완료 후 잠금이 자동 해
제되어 충전커넥터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전커넥터 AUTO/LOCK 모드」를 
참고하십시오.

2. 충전인렛 커버를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3. 충전 도어를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OOSEVQ018012

OOSEVQ018013

   주       의

 • 충전커넥터를 분리할 때 차량 도어 잠금 해제 후 
분리하십시오. 차량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는 충
전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1)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 충전커넥터를 분리할 때 잠금 해제 버튼(1)을 누
르지 않은 상태로 강제로 분리 하지 마십시오. 
충전커넥터 및 차량의 충전인렛이 파손될 수 있
습니다.

 • 차량 도어 잠금 해제 후에도 충전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1)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모터룸에 위
치한 비상 해제 케이블을 당긴 후 충전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1)을 눌러서 충전커넥터를 분리
하십시오. 충전커넥터 잠금 장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
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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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충전기(ICCB: In Cable Control 
Box) 주의사항

 • 현대자동차 정품 휴대용 충전케이블만 사용하
십시오.

 • 휴대용 충전케이블을 수리, 분해, 재조정 하지 
마십시오.

 • 연장 코드나 어뎁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고장이나 이상이 있으면 즉각 사용을 중지 하십
시오.

 • 젖은 손으로 플러그 및 충전커넥터를 만지지 마
십시오.

 • 완속 충전커넥터의 단자 부위와 차량 측의 완속 
충전인렛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충전기의 커넥터를 규정된 전압 정격 외에는 연
결하지 마십시오.

경      고

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4.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플
러그를 분리할 때 케이블을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5. 충전커넥터에 보호캡을 닫아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6. 휴대용 충전케이블을 화물칸 수납 정리함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OAEEQ016061

 ̰ 비상시 충전커넥터 분리

배터리의 방전 및 차량의 전기 배선 이상으로 인해 충전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으면, 후드를 열고 비상 해제 케이
블을 당기면 충전인렛 잠금 장치가 잠금 해제됩니다.

OOSEVQ0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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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휴대용 충전)

   주       의

 • 제어 박스를 물에 잠기게 하지 마십시오.

 • 완속 충전커넥터나 플러그의 단자 부분에 이물
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케이블 또는 코드를 밟지 마십시오. 케이블을 당
겨 접거나 케이블 또는 코드가 꼬이지 않도록 하
십시오.

 • 낙뢰(번개)가 있을 때는 충전하지 마십시오.

 • 컨트롤 박스를 떨어 뜨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
려 놓지 마십시오.

 • 충전시 충전기 근처에 높은 온도를 발생시킬 수 있
는 물건을 놓지 마십시오.

 • 휴대용 충전케이블이 닳거나, 내부 전선 노출이 
있거나, 어떠한 파손의 징후가 있다면 휴대용 
충전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만약, ICCB 케이스, 완속 충전커넥터가 부서지
거나, 금이 가거나, 개방되어진 부위가 있거나, 
다른 어떠한 파손이 보여지면 휴대용 충전케이
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의 조작이나 사용을 금하고, 사용할 때는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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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이 안될 때 조치사항

 ̰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충전이 되지 않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  차량의 충전관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P.7~9
 (예 : 예약 충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완속 충전기 및 휴대용 충전기를 연결해도 즉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2.  완속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급속 충전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휴대용 충전기 상태 표시 ☞  P.36~37)
※ 충전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은 각 충전기 제조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충전이 안되면 계기판에 충전 관련 경고문이 표시되면, 해당 경고문 설명 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  P.49~50

4.  정상으로 작동하는 다른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충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충전기 업체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받으십시오.

5.  정상으로 작동하는 다른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충전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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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시동 방법
1. 스마트키를 휴대하고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2.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우선 안전벨트를 착용하십

시오.
3.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놓으십시오.
4. 모든 전기 장치를 끄십시오.
5.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와 작동 유격을 

오른발로 확인하십시오.
6.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고 계십시오.
7.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P 버튼을 눌러 「P」(주차)단으

로 변속하십시오. 
8.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누르십시오. 9. (주행 가능 표시등)이 켜지면 차량 주행이 가능 

해집니다.
     (주행 가능 표시등)이 꺼져 있다면 차량이 움직

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다시 시동을 거십시오.
10.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은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변속하십시오.
11.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 시킨 다음, 브레이크 페달에

서 발을 떼면서 차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
신 후 가속 페달을 밟아 천천히 출발하십시오.

전기자동차 주행

OOSEVQ018017

 ̰ 차량 정지 방법
1.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계십

시오.
2.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P 버튼을 눌러 「P」 

(주차)단으로 변속하십시오. 
3.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4.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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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기판에 (주행 가능) 표시등이 꺼진 것을 확인
하십시오.  

 (주행 가능) 표시등이 켜진 경우 「P」(주차)단 이
외의 단에 있을 경우 차량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탑
승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예기치 못한 차량 움직임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주행

OOSEVQ018018

 ̰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장치로, 저속 
주행 시 가상의 전자음을 발생시킵니다.
 

 •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은 시동이 걸린 (  표시등 
켜짐) 상태에서 기어가 「P」(주차) 이외에 단에 있을 
때 작동합니다. 

 • 차량이 후진할 때는 가상의 전자음 외에 별도의 경
고음이 발생합니다. 

 ̰ 주행가능거리

현재 배터리 에너지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합니다.

OOSEV048180

OOSEV048108

   주       의

 • 엔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상황을 충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 하십시오.

 • 주차 완료후,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한 후 에는 어린
이나 장애물 등, 차량 주변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
고 출발하십시오.

 • 후진 시에는 직접 후방을 확인 후 주행 하십시오. 보
행자가 차량 소리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 NORMAL 모드 선택

 ̰ SPORT/ECO/ECO+ 모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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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행

 ▶ 주행경로 설정이 없을 때

 • 주행가능거리는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충전양, 날
씨, 온도, 배터리 수명, 지형, 운전 방식 등 많은 요
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사용 기간에 따라 구동용 배터리 자연 열화가 
발생하며 이에 의한 주행거리 감소가 발생합니다.

 • 평균적으로 약 241km(도심형)/400km(항속형) 주
행 가능하며 주행 속도, 냉·난방 사용 등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 175~340km(도심
형)/335~500km(항속형) 범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사용이나 고속 주행 
시 구동용 배터리의 전력 소모가 커져 주행 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며 주행가능거리 표시가 급격히 감
소할 수 있습니다.

 “---” 표시 이후에는 곧 차량이 멈출 수 있으니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 시켜야 합
니다.(주행 속도, 냉난방 사용, 날씨, 운전습관 등 사
용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충전 완료 후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는 
이전 주행 패턴에 따라 초기 주행가능거리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전 주행 패턴이 고속 주행, 냉·난방 등 구동용 배터
리 전력 소모가 큰 경우 초기 주행가능거리가 감소하
고 경제 운전으로 전력 소모가 적을 경우 초기 주행가
능거리가 증가합니다.

주행가능거리 향상을 위한 운행 요령

 • 냉·난방 작동 시 구동용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므로 
히터와 에어컨을 과다하게 작동하면 전력 소모가 
커져 주행가능거리가 많이 단축될수 있습니다. 따
라서,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개발한 22℃ AUTO 조건 
설정 시 쾌적온도로 최적 에너지 소모 주행이 가능
하므로 권장합니다. 냉·난방이 필요 없을 때는 히터 
및 에어컨을 끄십시오.

 • 히터 및 에어컨 시스템을 사용할 때 내기 모드를 선
택하면 외기 모드를 사용할 때 보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외기 모드에서는 바깥 공기를 다시 가
열을 하거나 냉각을 해야 하므로 에너지 소모가 큽
니다. 

 • 히터 및 에어컨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석 개별 공
조(DRIVER ONLY) 또는 예약 공조 기능을 이용하
십시오.

 • 가속 페달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경제속도로 
주행하십시오.

 • 가속 및 감속 시 가속 페달을 서서히 밟고, 해제하십
시오.

 • 항상 지정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십시오.
 • 주행 중 불필요한 전장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불필요한 화물을 싣지 마십시오.
 • 공기저항을 증가시키는 부품을 차량에 장착하지 마

십시오.

 ▶ 주행경로 설정이 있을 때

 경로를 설정하게 되면 ‘경로반영중’ 문구가 계기판
에 표시된 후 주행가능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행경로가 기존에 학습된 주행 연비를 이용
하는 반면, 경로를 설정할 때는 경로 정보를 반영하
여 연비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단, 실제 주행가능거리는 교통상황, 주행 차속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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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행

 ̰ 구동용 배터리 충전량 표시계

 •  구동용 배터리 충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표시계에서 L(Low) 위치는 구동용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여 충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H(High) 표시는 
구동용 배터리 완전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는 주행
전에 구동용 배터리 충전이 충분한지 미리 확인하
십시오.

OOSEV048102

OOSEV048103

1. 구동용 배터리 충전 표시계 눈금이 2개 정도 일때 
배터리 잔량 경고등이 켜집니다.

2. 경고등이 켜진 이후에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20~30km 정도입니다(주행 속도, 냉난방 사용, 날
씨, 운전 습관 등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짐). 충전이 
필요합니다.

   주       의
구동용 배터리 게이지가 1~2칸 남은 상태에서 일정 
구간 주행 후에는, 차량이 일정 차속 이하로 제한됩
니다. 이후에는 시동이 꺼지게 되니, 즉시 가까운 충
전소로 이동 후 충전하십시오.

 ̰ Power/Charge 게이지

모터 소비 전력 및 회생제동 브레이크의 전기에너지의 
충전, 방전 상태를 알려줍니다.

 •  POWER : 가속, 오르막 길 주행 시 모터 소비 전력
을 표시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많이 소모 될 수록 눈
금이 올라갑니다.

 • CHARGE : 감속, 내리막길 주행 시 회생제동을 통
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전기 에너지
가 많이 충전될수록 눈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OOSEV04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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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표시창 정보 (전기차 관련)

전기자동차 주행

 ̰ 배터리 잔량이 부족합니다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 잔량이 약 8% 이하가 되면 경고
문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계기판의 구동용 배터리 잔량 경고등( )이 
동시에 켜집니다. 즉시 충전하십시오.

OOSEV048121

 ̰ 파워가 제한됩니다 충전하십시오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 잔량이 약 3% 이하가 되면 경고
문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계기판의 구동용 배터리 잔량 경고등( )과 파
워다운 경고등( )이 동시에 켜집니다. 구동용 배터리
의 소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차량의 출력이 줄어듭니다. 
즉시 충전하십시오.

OOSEV048122

 ̰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전기차 제어 시스템 관련한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경고
문이 표시됩니다.

OOSEV048124

경고문이 표시된 상태로 운전을 삼가시고 즉시 자
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
를 받으십시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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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행

 ̰ 파워가 제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기차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력이 제
한되는 경우에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 구동용 배터리의 잔량이 일정량 이하 이거나, 전압

이 낮아지고 있을 때
- 모터나 구동용 배터리의 온도가 높거나 낮을 때
- 냉각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주행에 

문제가 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OOSEV048125

   주       의

 • 경고문이 표시될 때는 급가속이나 급출발을 하
지 마십시오.

 • 구동용 배터리 잔량이 적을 때는 파워다운 경고
등이 켜지면서 출력이 제한됩니다. 경고등이 켜
진 상태에서는 언덕길을 올라가기 어렵거나 차
가 밀릴 수 있으니 즉시 충전하십시오.

   주       의
주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경우에도 위 경고문이 
표시되면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
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  온도가 낮아 파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충
전하십시오/배터리 온도가 낮아 파워가 제
한될 수 있습니다

[A]: 시동을 끈 후 표시, [B]: 시동을 건 후 표시

기온이 낮을 때 시동을 끄거나 걸면 전기자동차 시스템 
보호를 위해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기온이 낮고 배터리 
충전량이 적은 상태에서 외부에 장시간 주차하면 차량 
구동용(고전압) 배터리 온도가 떨어져 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면 출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OOSEV048126OOSEV04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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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행

 ̰ 배터리 과열 위험! 안전한 곳에 정차하십시오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배터
리 및 전기차 시스템 보호를 위해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시동을 끄고 배터리 온도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정
차하십시오.

OOSEV048127

시동을 끄고 충분히 정차 한 후에도 위 경고문이 표
시될 경우, 운전을 삼가시고 즉시 자사 직영 서비스
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경      고

 ̰ 전원공급장치 점검! 안전한 곳에 정차하십시오

전기차 전원 공급 시스템에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있으
면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
차시킨 후 차량을 견인하여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
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OOSEV048128

 ̰ 충전 커넥터 제거 후 시동을 거십시오

충전 커넥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경고문
이 표시됩니다.
충전 커넥터 분리 후 시동을 거십시오.

OOSEV04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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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 도어 열림

충전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경고문이 표
시됩니다. 충전 후 충전 도어를 확실히 닫으십시오.

OOSEV048130

 ̰ 잔여 충전 시간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배터리 목표 충전량까지 남
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  충전 중단 외부 완속/급속 충전기 상태를 확
인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충전이 중단된 경우, 경고문
이 표시됩니다.
-  외부 완속/급속 충전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외부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중단한 경우
-  충전 케이블이 손상되었을 경우

 • 외부 완속/급속 충전기 및 충전 케이블에 문제가 없
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완속 충전기 또는 자사 정품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때 동일한 증상
이 발생하면 가까운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
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OOSEV048198
OOSEV048132OOSEV048131

OOSEV048133

 ̰ 완속 충전
 ̰ 완속 충전

 ̰ 급속 충전
 ̰ 급속 충전

전기자동차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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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최대 20분 동안 작동하며, 자동모드에서 연속 
10회 이상 작동하는 경우 사용자 환경 및 12V 보조 
배터리의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
동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주행 또는 
12V 보조 배터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다시 작동
합니다. 

   주       의

 • 본 기능은 12V 보조배터리 불량, 노후화, 상시 전
원 사용 및 임의 전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12V 보조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 상태 및 고전압 메인 배터리 상태에 따라 작
동 하지 않거나 작동을 중단 할 수 있으므로 12V 
전원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2V 보조배터리 세이버+가 작동한 경우, 고전압 
메인 배터리의 잔량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12V 보조배터리 세이버+(보호기능)
12V 보조배터리 세이버+ 기능은 전기 자동차에 특화된 
부가 기능으로 차량 상태 및 작동 조건하에서 12V 보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충전 상태가 부족 
하면,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하여 12V 보조배터
리를 보호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12V 보조배터리 세이버+ 기능은 출고시 ON 상태이며, 
계기판 사용자 설정 모드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 작동 모드

 • 주기모드 : 시동을 끈 상태에서 12V 보조배터리
의 충전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고전압 사용 안전을 위해 차량 도어, 후드, 테일
게이트 등 모두 닫혀 있어야 합니다.

 • 자동모드 : 충전커넥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동 버
튼 「ON」 상태를 유지하면, 12V 보조 배터리의 과
방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의 충전 상태
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전기자동차 주행

 ̰ 충전 중단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충전이 중단된 경우, 경고문
이 표시됩니다.
-  충전커넥터가 차량의 충전인렛에 제대로 연결

되지 않았을 경우
-  충전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이 눌려 있는 경우

 • 충전 커넥터 분리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 충전커넥터 및 차량 충전인렛에 문제가 없는지 확

인이 필요합니다(외관 손상, 이물질 등).
 • 충전케이블 교체 또는 자사 정품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때 동일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 및 정
비를 받으십시오.

OOSEV0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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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행

 ▶ 기능 설정

 계기판 사용자 설정 모드에서 12V 보조배터리 세이
버+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시동 「ON」 상태에서 「사용자 설정 → 부가 기능 → 보
조배터리 세이버+」 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켜지고 
선택을 해제하면 작동을 중지합니다.

 ̰ 유틸리티 모드 
12V 보조 배터리 대신 구동용(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하
여 차량 내 여러 편의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캠핑, 장시
간 정차 등과 같이 주행이 필요 없을 때 전기 장치(오디
오, 조명 등)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SEVQ018019

본 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고전압 경고등이 작동하며 
차량의 고전압 부품에 360V의 고전압이 흐르고 있습
니다. 
작동 중인 상태에서 고전압 부품 및 배터리의 배선, 커
넥터 등 전기, 전자장치를 임의로 접촉, 분리, 분해 하
지 마십시오. 감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차량을 정비, 개조 할 경우 차량의 
작동에 문제가 생겨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황을 초
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OOSEVQ0180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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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행

 ▶ 기능 작동

 유틸리티 모드가 작동하면:
 • 계기판에 (주행 가능) 표시등이 꺼지고 유

틸리티 모드( ) 표시등이 켜집니다.
 • 주행을 제외한 차량 내 모든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PB 스위치를 눌러 EPB(전동식 파킹 브레이
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P」(주차)에서 다른 단으로 변속을 시도하면 계
기판에 “변속조건이 아닙니다’ 경고문이 뜹니다. 
유틸리티 모드에서는 변속을 할 수 없습니다.

 ▶ 기능 해제

 유틸리티 모드를 해제 하려면 시동을 끄십시오. 

 ▶ 기능 설정 및 작동 조건

 시동 「O N」 상태에서 계기판 「사용자 설정 → 유틸
리티 모드」 에서 기능을  설정하고 아래 조건이 만족
되면 유틸리티 모드는 작동 상태가 됩니다. 

 • 계기판에 (주행 가능) 표시등이 켜짐 
 • 「P」(주차)단 선택

 • EPB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체결  

OOSEV048208 

 ̰ 주행 가능 표시등

차량이 주행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며 시동 후 주행 준비
가 완료되면 켜집니다.
- 켜짐 : 정상 주행 가능 상태
- 꺼짐 :  정상 주행 불가능 상태, 고장 발생시
- 깜빡임 : 비상 운전 상태
표시등이 꺼지고, 깜빡일 경우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까운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경고등 및 표시등 (전기차 관련)

WOSEV-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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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행

 ̰ 서비스 경고등

시동을 「ON」 하면 경고등이 켜졌다가 3초 후에 꺼집니
다.
전기차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센서의 고장이나 액츄에
이터, 에어컨용 전동압축기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집니
다.
주행 중에 경고등이 켜지거나 시동 후 꺼지지 않는 경우 
가까운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 파워다운 경고등

다음과 같은 경우, 전기차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켜집니다.
- 구동용 배터리의 잔량이 일정량 이하 일때, 전압이 

낮아지고 있을 때, 모터나 구동용 배터리의 온도가 
높거나 낮을 때, 냉각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주행에 문제가 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WAEE-200 WEA-300

   주       의

 • 파워다운 경고등이 켜져 있을때는 급가속이나 
급출발을 하지 마십시오.

 • 구동용 배터리 잔량이 적을 때는 파워다운 경고
등이 켜지면서 출력이 제한됩니다. 경고등이 켜
진 상태에서는 언덕길을 올라가기 어렵거나 차
가 밀릴 수 있으니 즉시 충전하십시오.

 ̰ 충전 표시등

구동용 배터리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충전중이면 적색등이 켜집니다.

WAE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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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동용 배터리 잔량  
 경고등

구동용 배터리의 잔량이 적을 때 경고등이 켜집니다. 경
고등이 켜지면 바로 충전하십시오.
경고등이 켜지면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20~30km 이내이므로 즉시 충전하십시오. (단, 주행가
능거리는 주행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주행

 ̰ 회생제동 경고등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생겨 회생제동이 작동하지 않
고, 브레이크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브레이크 경고
등과 회생제동 경고등(노란색)이 동시에 켜집니다. 이
때는 안전하게 주행 후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
즈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이 경우 정상 상태보다 브레이크 페달 조작량이 길어 질 
수 있으며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WPSE-303

WAE-205 WAE-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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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화재일 경우에는 전기화재용 소화기
(ABC, BC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하십
시오. 초기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불가능 할 경
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19번 등 긴급전화를 통하여 
전기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화재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내 받으십시오.

 화재가 차량 하부의 고전압 배터리에 전이된 경
우,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
안 대량의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량의 물 또는 부적절한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진화가 어렵고 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침수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동을 끄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소방서 등 응급기관 및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십시오.

차량 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응급조치

전기자동차 안전 주의사항

 • 차량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을 안전
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고전압의 전기 누출을 
방지하지 위해 차량 시동을 끄고 보조 배터리
(12V)의 단자를 분리하여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 차량 내부나 외부에서 보았을 때 노출된 전선이 
있을 경우 전선을 만지지 마십시오.

  또한, 고전압의 전선(주황색)과 커넥터 그리고 
모든 전기 부품 및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전
기 충격이 발생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동용(고전압) 배
터리가 파손되어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및 전해액
이 누출 될 수 있습니다. 누출된 액체가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연성 가스 및 유독 가스 누출이 의심이 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십시오. 만일 누출된 액체가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되면 즉시 흐르는 물 또는 소금물로 
신체 접촉 부위를 씻은 후 의사의 진료를 받으
십시오. 

경      고

 • 견인이 필요하다면, 네 바퀴를 모두 들어 올려 
견인하십시오. 만약 두 바퀴를 이용하여 견인하
면 구동되는 바퀴인 앞바퀴를 들어 올려 견인하
십시오.

경      고

OOSEV068009

 • 상차 견인

돌리

돌리

 • 타이어 구속 견인

 • 타이어 구속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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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동되는 앞바퀴가 지면에 닿은 상태로 견인을 
할 경우 차량 모터에서 전기가 발생하여 모터 부
품이 손상 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배터리 화재 발생한 차량의 경우 2차 화재가 발
생할 수도 있으므로 차량 이동 및 견인 시 반드
시 소방차와 함께 이동조치하십시오.

경      고

전기자동차 안전 주의사항

OOS067022

전기자동차 기타 주의 사항 서비스 인터락 커넥터 
 • 차량 사고 등으로 도장을 하고 고온 열처리를 할 경

우 구동용(고전압)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
니다.

 고온 열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사 직영 서비스
센터나 블루핸즈에 문의 바랍니다.

 • 모터룸 내부 청소 시 고압 세차나 물 세척을 하지 마
십시오. 고전압 누전에 의한 감전을 일으킬 수 있고, 
부품손상 등 차량의 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차량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 순정부품을 사용하거나 임의 개조 장착을 하지 마
십시오. 전기 동력 시스템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배터리의 고전압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
비스 인터락 커넥터 선을 절단하십시오. 

OOSEV078067L

응급상황 이외 임의로 서비스 인터락 커넥터를 분
리하거나 선을 자르지 마십시오.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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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플러그

   주       의
뒷좌석 밑에 위치한 서비스 플러그는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서비스플러그는 차량을 수리할 경우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배터리 고전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함부로 취급할 경우 감
전 등 위험할 수 있습니다.

OOSEVQ018022

전기자동차 안전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