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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7-20
후측방 모니터 (BVM) 7-44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BCA) 7-25

주행 중 경고  8-2

비상경고등 8-2
주행 중 고장이 나면  8-2

고장 자동차 정지표지판 (안전삼각대) 8-3
교차로/건널목에서 시동이 꺼진 경우 8-2
노상에서 주행 중 고장이 난 경우 8-3
브레이크 제동력이 좋지 않을 경우 8-2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경우 8-2
주행 중 펑크가 나면 8-2

주행 중 엔진 정지 금지  2-6

주행 편의  7-45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7-68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NSCC) 7-60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7-48
차로 유지 보조 (LFA) 7-65
크루즈 컨트롤 (CC) 7-45

ㅊ
차 안에 어린이만 남겨두면 위험  2-7

차대 번호 (VIN)  1-14

차량 개조 금지  2-8

차량 견인  8-16

견인 트럭으로 견인 시 8-16
일반차량으로 견인 시 8-18
탈부착 견인 후크  8-17

차량 내 가죽 제품의 특성  2-8

차량 설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4-33

차량 설정하기 4-33
차량 제원  1-9

차체 손질  9-43

내장 손질 9-46
외장 손질 9-43

창문 밖으로 손이나 얼굴 등을 내밀지 말 것 2-6

추천 오일 및 용량  1-12

온도에 따른 엔진 오일 SAE 점도 분류표 1-13

ㅌ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TPMS)  8-6

저압 타이어를 감지하였을 때 8-7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8-8
타이어 공기압 확인 8-7
타이어를 교체할 때 8-9

타이어 및 휠  1-9

타이어 및 휠 점검  9-27

공기압 관리 9-27
저편평비 타이어  9-31
타이어 관리 9-27
타이어 측면 표시 9-29
타이어의 교체 9-28
타이어의 위치 교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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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얼라인먼트 및 타이어 밸런스 9-28
휠의 교체 9-29

타이어 속도 등급  1-10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10

타이어 펑크가 나면 조치방법  8-9

타이어 응급 처치 키트 (TMK) 8-9
터보 장착 차량 운행  6-60

터보차저 장착 차량 점검 사항  6-61
테일게이트  5-49

비상시 테일게이트 잠금 해제 장치 5-51
테일게이트 닫는 방법 5-50
테일게이트 여는 방법 5-49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 (2WD)   6-50

드라이브 모드 (DRIVE MODE) 6-50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 (4WD)   6-53

드라이브 모드 (DRIVE MODE) 6-53
트립 컴퓨터  4-31

트립 모드 4-31

ㅍ
파노라마 선루프   5-44

물체 끼임 인식 기능 5-47
선루프 닫기 5-46
선루프 열림 경고 5-48
선루프 초기화 5-48
슬라이드 상태로 열기 5-45
틸트 상태로 열기 5-46
햇빛 차단용 블라인드 5-45

파워 테일게이트   5-51

물체 끼임 인식 기능 5-54
비상시 테일게이트 잠금 해제 장치 5-55
테일게이트 열림 비 작동 조건  5-54
자동 열림/닫힘 장치 재설정 방법 5-54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 설정 5-51
파워 테일게이트 닫는 방법  5-53

파워 테일게이트 여는 방법 5-52
편의 장비 추가 장착 시 임의 배선 사용 금지 2-8

폭설 시 행동요령  8-20

퓨즈의 교체  9-32

실내 퓨즈 9-33
엔진룸 퓨즈박스 9-33
퓨즈/릴레이 라벨 9-35

ㅎ
하이빔 보조 (HBA)  5-72

시스템 설정 5-72
시스템 이상 및 제한 사항 5-73
시스템 작동  5-71

하이패스 시스템 (ETCS)   5-37

현대 디지털 키  5-14

디지털 키 (스마트폰)  5-14
디지털 키 (카드 키)  5-19
제한 사항 5-24
중고차 구입/디지털 키 관련 차량 정비  5-24
프로필 및 차량 설정 개인화 5-21

히터 및 에어컨 (수동조절식)   5-79

공조 장치용 에어필터 5-84
에어컨 냉매 및 압축기 윤활유량 점검 5-85
히터 및 에어컨 조절 방법 5-80

히터 및 에어컨 (자동조절식)   5-86

공조 장치용 에어필터 5-94
수동 조절 방법 5-88
에어컨 냉매 및 압축기 윤활유량 점검 5-95
전자동 조절 방법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