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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설명서는 차량의 작동 및 정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이 사용자 설명서를 숙지해 주십시오.
별도의 보증 정보 설명서는 사용자 안내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별도의 “보증서 및 정기 점검ㆍ정비 지침서”에서는 차량의 정비 및 정기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할 때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보증 정보 설명서 내용은 이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보증, 보증 효력
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과 인피니티 현장 응급조치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이외에도 인도 전 설치된 추가 액세서리도 장착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특정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차량 및/또는 액세서리를 작동하기 전에 그러한 액세서리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명세, 경고, 주의, 지침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특정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주십
시오.

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본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차량의 제어 
및 정비 관련 사항에 대해 숙지하실 수 있어 귀하의 안전한 주행을 도울 것입니다.

 경고

중요 안전 정보 경고!
귀하와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다음의 중요한 주행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 절대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항상 지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절대 과속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 주행 시에는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차량 기능의 
사용이나 다른 행동을 피하십시오.

• 항상 시트벨트와 적절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사용하십시오.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 항상 차량의 모든 승객에게 차량 안전 기능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십시오.

• 항상 이 사용자 설명서에서 중요 안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설명서를 읽을 때
4륜구동(AWD)에 특정한 설명은 해당 섹션/항목의 시작 부분에 AWD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사용 기능을 가진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륜구동 차량을 올바르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주행 안전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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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도로 및 오프로드(험로) 주행
이 차량은 오프로드(험로) 주행을 위해 무게 중심이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와는 다른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종의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을 올바르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시동 및 주행” 섹션에 수록된 “포장도로 및 오프
로드(험로) 주행 시 주의사항”, “충돌 및 전복 방지”, “주행 안전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차량의 개조
이 차량의 개조는 금합니다. 개조는 차량의 성능, 배출량 또는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조로 인해 비롯된 손상 
또는 성능 문제는 인피니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고

예를 들어 원격 보험 회사 모니터링, 원격 차량 진단, 텔레매틱스 또는 엔진 재
프로그래밍과 같이 일반 주행 시 포트를 사용하는 애프터마켓 배출가스 자가
진단장치(OBD) 플러그인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차량 시스템 간섭 또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가 특히 승인하지 않는 경우 애프터마켓 
OBD 플러그인 장치 사용을 권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애프터마켓 플러그인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은 차량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는 이 모델에 해당되는 모든 옵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기능 및 장비는 모델, 트림 수준, 선택한 옵션 사양, 주문, 생산 날짜, 지역 
또는 가용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설명된 사양 및 
제원과 실제 차량의 사양과 제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모든 정보, 제원 및 그림은 인쇄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인피니티는 통보 및 의무 없이 제원, 성능, 설계 또는 구성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수시로 본 설명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여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소유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인피티니가 제공하는 모든 수정 업데이트를 주의 깊게 읽고 숙지하여 차량
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인피니티 고객 관련 지원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는 본 사용자 설명서의 인피니티 고객 지원 프로그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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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에 관한 중요 정보
이 설명서에는 여러 가지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호들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위험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절차
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상해 또는 차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위험을 피하
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절차를 주의 깊게 준수해야 
합니다.

APD1005

위 기호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를 의미합니다.

그림에 이와 같은 기호가 나올 경우 차량 전면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이와 유사한 화살표 기호는 움직임 또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이와 유사한 화살표 기호는 해당 항목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구합니다.

JVR0243X

예시

에어백 경고 라벨:

“에어백 경고 라벨”을 꼭 읽으십시오(P.76).

© 2020 NISSAN NORTH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이 사용자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Nissan Motor Co., Ltd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및 녹화 또는 
그 외의 어떠한 형태나 수단을 통해서든 복제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 전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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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고객 지원 프로그램
인피니티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피니티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는 고객의 모든 자동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서비스센터에 대한 고객의 만족은 인피
니티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구입하신 자동차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가 항상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가 도와드릴 수 
없거나 인피니티에 직접 의견이나 질문을 전달하시
려면 다음 인피니티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인피
니티 고객 지원 센터에 전화해 주십시오.
인피니티 고객지원센터

080-010-0123

고객 지원 센터가 요청하게 될 정보는 다음과 같습
니다.

 �고객의 성함, 주소 및 전화 번호
 �차대번호(대시 패널에 표시)
 �구매일자

 �현재 오도미터 수치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명
 �의견이나 질문

또는

아래 주소로 왼쪽의 정보와 함께 의견을 작성하여 
인피니티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국닛산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10층

또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nfiniti.co.kr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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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어백, 시트벨트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

LIC3786

1. 뒷좌석 수동식 접기 플랫 레버(18페이지)

2. 2열 벤치 시트 접기(18페이지)

3. 뒷좌석 벨트(27페이지)

4. 헤드레스트(23페이지)

5. 앞좌석 시트벨트(프리텐셔너 및 시트벨트 
고정앵커 포함)(27, 57페이지)

6. 루프 내장형 보조 커튼식 사이드 에어백 
(57페이지)

7. 에어백(57페이지)

8. 운전석 무릎 에어백(57페이지) 
동반석 무릎 에어백(57페이지)

9. 앞좌석(18페이지)

10. 승객 감지 센서(무게 센서) (57페이지)

11. 앞좌석 장착 사이드 에어백(57페이지)

12.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장치(LATCH) 
(38페이지)

13. 2열 시트 상단 테더 스트랩 앵커(시트 등받이 
하단에 위치)(38페이지)

작동 세부사항은 괄호 안에 표시된 페이지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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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IC3787

차량 전면

1. 엔진 후드(168페이지)

2.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112페이지) 
와이퍼 블레이드(396페이지)

3. 앞유리(396페이지)

4. 파워 윈도우(136페이지)

5. 도어락(148페이지)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151페이지) 
키(146페이지)

6. 미러(180페이지) 
측면 카메라(장착된 경우)(198페이지)

7. 타이어 공기압(407페이지) 
타이어 펑크(363페이지) 
타이어 체인(407페이지)

8. 전구 교체(404페이지) 
전조등 스위치(116페이지) 
방향지시등 스위치(116페이지) 
LED 주간 주행등(DRL) 시스템(116페이지)

9. 안개등 스위치(120페이지)

10. 소나 센서(353페이지)

11. 전방 카메라(장착된 경우)(198페이지)

작동 세부사항은 괄호 안에 표시된 페이지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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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차량 후면

1. 뒷유리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112페이지)

2. 리프트게이트 열림(169페이지) 
후방 감지 카메라(189, 198페이지)

3. 소나 센서(353페이지)

4. 후방 안개등 스위치(120페이지)

5. 전구 교체(404페이지)

6. 연료 주입구 캡(175페이지) 
연료 권장사항(422페이지) 
연료 주입구(175페이지)

7.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148페이지) 

작동 세부사항은 괄호 안에 표시된 페이지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LII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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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내

1. 문루프(장착된 경우) (138페이지)

2. 선 바이저(178페이지)

3. 독서등(141페이지)

4. 선글라스 보관함(128페이지)

5. 룸 미러(180페이지)

6. 글로브 박스(128페이지)

7. 콘솔 박스(128페이지)

8. 컵 홀더(128페이지)

작동 세부사항은 괄호 안에 표시된 페이지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NIC2701

LIC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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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기판

1. 송풍구(221페이지)

2. 블루투스 핸즈프리 폰 시스템* 
오디오 컨트롤 스티어링 휠 스위치* 
중앙 디스플레이 다기능 컨트롤 버튼*

3. 상향등/방향지시등 스위치(119페이지) 
패들 시프터(250페이지)

4. 운전석 에어백(57페이지) 
혼(120페이지)

5. 미터 및 게이지(84페이지) 
경고등 및 표시등(89페이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99페이지)

6.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112페이지) 
뒷유리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112페이지)

7. 자동 히터 및 에어컨 컨트롤(222페이지)

 운전석 온도 조절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1페이지) 
운전석 온열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2페이지)

8. 상부 및 하부 디스플레이*

LIC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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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0

9. 자동 히터 및 에어컨 컨트롤(222페이지) 
동반석 온도 조절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1페이지) 
동반석 온열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2페이지) 
뒷유리 및 사이드 미러 서리제거기 스위치
(115페이지)

10. 동반석 에어백(57페이지) 

11. 글로브 박스(128페이지)

12. 오디오 시스템 컨트롤*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57페이지)

13. 인피니티 컨트롤러*

14. 전원 콘센트(126페이지) 
컵 홀더(128페이지) 
보관함 트레이(128페이지)

15. 변속레버(250페이지)

16. 버튼식 점화스위치(245페이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256페이지) 
자동 브레이크 홀드 스위치(258페이지)

17. 비상등 스위치(362페이지)

18. 정속주행장치 스위치(장착된 경우) (282페이지)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스위치(장착된 
경우) (284페이지) 
컨트롤 패널 및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
(100페이지)

19. 스티어링 휠 기울기/높이 조절 컨트롤 
(177페이지)

20. 후드 열림(168페이지)

21. 트립 리셋 스위치(84페이지) 
계기판 밝기 컨트롤(119페이지)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스위치(123페이지)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169페이지) 
전조등 스위치(116페이지) 
안개등 스위치(120페이지) 
후방 안개등 스위치(120페이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스위치 
(장착된 경우)(124페이지)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 
(장착된 경우)(124페이지)

*: 별도의 인피티니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작동 세부사항은 괄호 안에 표시된 페이지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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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엔진룸 점검 위치

1. 엔진 냉각수 탱크(385페이지)

2. 구동 벨트 위치(394페이지)

3. 에어 필터(396페이지)

4. 브레이크액 탱크(390페이지)

5. 배터리(392페이지)

6. 퓨즈/퓨저블 링크 박스(399페이지)

7. 앞유리 와셔액 탱크(391페이지)

8. 엔진 오일 주입구 캡(386페이지)

9. 엔진 오일 딥스틱(386페이지)

작동 세부사항은 괄호 안에 표시된 페이지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LDI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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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고등 명칭 페이지

ABS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

90

브레이크 경고등 90

충전 경고등 91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노란색)

91

전동 변속 컨트롤 
시스템 경고등

91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 경고등(장착된 
경우)

91

경고등 명칭 페이지

타이어 저압 경고등 92

마스터 경고등 93

오일 압력 경고등 94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 94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 94

시트벨트 경고등 및 
차임

95

에어백 경고등 95

경고등 명칭 페이지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

95

ECO 주행 
표시등(장착된 경우)

96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96

전방 안개등 
표시등(녹색)

96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

96

상향등 표시등(파란색) 96

하향등 표시등 96

기능이상 지시등(MIL) 96

경고등 및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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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고등 명칭 페이지

후방 안개등 표시등 97

보안 표시등 97

차폭등 및 전조등 
표시등(녹색)

97

슬립 표시등 97

방향지시등/비상등 98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OFF 
표시등

98

경고등 및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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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안전 - 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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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파워 시트 조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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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경고등 ..............................................................................30
임산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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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랙터 장착 3점식 시트벨트 .........................................................30
시트벨트 익스텐더 ..........................................................................34
시트벨트 관리 .................................................................................35

어린이 안전 ..............................................................................................35
유아 ...............................................................................................36
소아 ...............................................................................................36
아동 ...............................................................................................36

어린이용 보조시트 ....................................................................................38
어린이용 보조시트 사용 시 주의사항 ................................................38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장치(LATCH) 시스템 ...................................40
LATCH를 사용하여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43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45
LATCH를 사용하여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47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51
부스터 시트 ....................................................................................54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57
SRS 주의사항 ................................................................................57
에어백 경고 라벨 .............................................................................76
에어백 경고등 .................................................................................77

팝업 엔진 후드(장착된 경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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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트

ARS1152

 경고:

• 시트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벨트의 어깨 부분이 
몸에 밀착되지 않게 되며, 사고 시 운전자 및 
승객이 어깨 벨트에 걸려 목 또는 기타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랩 벨트 아래로 
미끄러져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이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항상 양 발은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시트 등받이
에 밀착시켜 곧은 자세로 앉으며 시트를 알맞게 
조절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
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조정 후에는 시트를 부드럽게 흔들어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차내에 어린이만 혼자 두지 마십시오. 자칫 스위치
나 컨트롤을 작동시키거나 차량을 움직일 수 있습
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또한 더운 날씨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 및 애완동물에게 심각
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 주행 중에 시트를 조절하다가 주의력이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시트가 갑자기 움직여 
차량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이상으로 등받이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시트에 등을 똑바로 대고 앉을 때 시트벨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등받이를 기울이면 랩 벨트 
아래로 미끄러지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높아집
니다.

주의:
시트 위치를 조절할 때 동작 중인 부품을 건드리면 
부상 또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똑바로 등을 붙이고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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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1

LRS2985

기울기 조절 기능을 사용하면 승객의 체격에 따라 
시트 등받이를 조절하여 편안함을 높이고 시트

벨트를 몸에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이 섹션의 “시트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조
하십시오. 또한, 차량을 세우고 변속레버가 P(주차)에 
있을 때 시트 등받이를 기울여 승객이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파워 시트 조정
작동 도움말
• 파워 시트 모터에는 자동 리셋 과부하 방지 회로

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작동 중에 모터가 정지
하면 30초간 기다렸다가 스위치를 다시 작동하
십시오.

• 엔진이 꺼져 있을 때는 파워 시트 스위치를 
장시간 작동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주행 전 점검 및 조정” 
섹션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전/후 이동
그림과 같이 스위치를 움직이면 시트를 원하는 위치
까지 앞이나 뒤로 밀 수 있습니다.

기울기 조절
원하는 각도가 될 때까지 그림과 같이 기울기 조절 
스위치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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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1

LRS2986

좌석 높이 조정 장치
그림과 같이 스위치를 움직여 시트 쿠션의 각도와 
높이를 조정합니다. 

LRS3046

운전석 시트

허리 지지대(운전석 시트 및 동반석 시트) 
(장착된 경우)
허리 지지대는 운전자 및 동반석 승객(장착된 경우)
의 등 아래쪽을 조절하면서 받쳐줍니다. 그림과 같이 
스위치를 움직여 시트 허리 지지대를 조정합니다.

LRS2988

뒷좌석 벤치 시트 조정
전/후 이동
바 ①의 중앙을 위로 당긴 상태로 유지하면서 원하는 
위치가 될 때까지 시트를 앞뒤로 밉니다. 바를 놓아 
시트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기울기 조절
시트 등받이를 기울이려면 레버 ②를 당기고 뒤로 
기댑니다.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움직이려면 레버 
②를 위로 당기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레버를 
놓아 시트 등받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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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1
기울기 조절 기능을 사용하면 승객의 체격에 따라 
시트 등받이를 조정하여 편안함을 높이고 시트벨트
를 몸에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십
시오. 또한, 차량을 세우고 변속레버가 P(주차)에 
있을 때 시트 등받이를 기울여 승객이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조정 후에는 시트를 부드럽게 흔들어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트 등받이를 기울인 채로 이동 중인 차량에 
탑승하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벨트의 어깨 부분이 몸에 밀착되지 않게 
되며, 사고 시 운전자 및 승객이 어깨 벨트에 걸려 
목 또는 기타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또한 랩 벨트 아래로 미끄러져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이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항상 시트에 똑바로 등을 대고 앉아 시트벨트를 
알맞게 조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LRS2924

암레스트

뒷좌석 벤치 시트에는 암레스트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그림과 같이 암레스트를 아래로 당깁니다.

플렉시블 시트
 경고

• 뒷좌석이 접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뒷좌석이나 
화물 공간에 승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충돌 시, 
이 공간에 탑승한 사람들이 적절히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차량에서 시트 및 시트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아무도 탑승시키면 안 됩니다. 
차량의 모든 승객이 시트에 앉아서 시트벨트를 
올바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이 같은 시트벨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뒷좌석에 승객이 앉아 있거나 화물을 둔 경우 
뒷좌석을 접으면 안 됩니다.

 �시트를 움직이기 전에 시트 경로에 아무런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이나 발이 시트에 걸리거나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헤드레스트는 사고 시 부상 방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제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헤드레스트를 분리했다면 반드시 
다시 장착하고 제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헤드레스트를 분리하는 경우
에는 확실하게 보관해 급제동 또는 사고 시 승객
에게 부상이나 차량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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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1
• 시트 등받이를 수직 위치로 복귀시킬 때 래치로 

걸리는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또는 
급정지 시 승객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켜 놓으면 미끄러
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트 등받이보다 높게 화물을 두면 안 됩니다. 
급정지 또는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화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LRS3047

뒷좌석 표시

뒷좌석 벤치 시트 접기
화물을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 뒷좌석 벤치 시트를 
접으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헤드레스트가 내려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분리하려면 잠금 노브를 누르면
서 헤드레스트를 위로 올립니다. 헤드레스트가 
차량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합
니다.

LRS3008

화물칸 표시
2. 차량 양쪽의 시트벨트 고리에 뒷좌석 시트벨트

를 보관합니다.

3. 외측 시트 측면의 기울기 조정 레버를 올리거나 
화물칸 한 쪽의 레버를 당겨 시트 등받이를 평평
하게 접습니다.

4. 뒷좌석 벤치 시트를 착석 위치로 되돌리려면 
래치가 제 위치에 놓일 때까지 지시트 등받이를 
위로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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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헤드레스트는 여타 차량 안전 시스템을 보완하여, 
특정 후방 추돌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부상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 명시된 대로 조절식 
헤드레스트를 올바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트를 사용한 후에는 조절 여부를 확인해 주십
시오. 헤드레스트를 분리하지 마시고, 헤드레스트 
폴대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마십시오. 헤드레스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시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헤드레스트가 분리된 경우 승객이 착석하기 전에 
다시 장착한 뒤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헤드레스트가 올바로 기능하지 않아, 충돌 시 중상
이나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LRS2403

그림에는 헤드레스트가 장착되어 있는 착석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착석 위치에 헤드레스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착석 위치에 헤드레스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 착석 위치에 헤드레스트(해당되는 경우)가 장착
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 차량에는 일체식, 조절식 또는 비조절식 헤드
레스트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 조절식 헤드레스트는 폴대를 따라 여러 노치가 
있어 원하는 위치에 폴대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 비조절식 헤드레스트에는 시트 프레임에 헤드
레스트를 고정시키도록 하나의 조절 노치만 있습
니다.

• 올바른 조절 방법:
 �조절식 헤드레스트의 경우 헤드레스트 중앙이 
귀의 중심과 거의 평행이 되도록 헤드레스트
를 조절합니다.

 �귀의 위치가 권장 위치보다 여전히 높은 경우 
헤드레스트를 가장 높은 위치에 놓습니다.

• 헤드레스트를 분리한 경우 해당 좌석에 탑승

하기 전에 재창작한 후 올바르게 고정시킵니다.

헤드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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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1

LRS2300

조절식 헤드레스트 구성부품
1. 분리식 헤드레스트

2. 노치(다수)

3. 잠금 노브

4. 폴대

LRS2299

비조절식 헤드레스트 구성부품
1. 분리식 헤드레스트

2. 노치(단일)

3. 잠금 노브

4. 폴대

LRS2302

분리

다음 절차에 따라 헤드레스트를 분리합니다.
1.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높입니다.

2. 잠금 노브를 누르고 있습니다.

3. 시트에서 헤드레스트를 분리합니다.

4. 헤드레스트가 차량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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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1
5. 승객이 앉기 전에 헤드레스트를 다시 장착한 후 

올바르게 조절합니다.

LRS2303

장착

1. 헤드레스트 폴대를 시트의 구멍에 맞춥니다. 
이때 헤드레스트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노치 ①가 있는 폴대는 잠금 노브 ②가 
있는 구멍에 끼워져야 합니다.

2. 잠금 노브를 누르고 있으면서 헤드레스트를 
아래로 밉니다.

3. 탑승하기 전에 헤드레스트를 올바르게 조절합
니다.

WRS0134

조절

조절식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를 조절하여 중앙이 귀의 중앙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귀의 위치가 권장 위치보다 
여전히 높은 경우 헤드레스트를 가장 높은 위치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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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1

LRS2351

비조절식 헤드레스트
해당 좌석에 탑승하기 전에 잠금 노브가 노치에 
맞물릴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를 조절합니다.

LRS2305

올리기

헤드레스트를 올리려면 위로 당깁니다.
해당 좌석에 탑승하기 전에 잠금 노브가 노치에 
맞물릴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를 조절합니다.

LRS2306

내리기

내리려면 잠금 노브를 누르고 있으면서 헤드레스트
를 아래로 밉니다.
해당 좌석에 탑승하기 전에 잠금 노브가 노치에 
맞물릴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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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S0136

시트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
올바르게 조절된 시트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 
발을 바닥에 대고 시트에 등을 똑바로 대고 앉으면 
사고 시 부상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나 부상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에어백이 
장착된 좌석에 승차하더라도 주행 시 운전자는 물론 
승객 모두 항상 시트벨트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
합니다.

시트벨트

똑바로 등을 붙이고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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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1

SSS0134

 경고

• 이 차량의 운전자와 모든 승객은 항상 시트벨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뒷좌석의 적절한 보조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SSS0016

 경고

• 시트벨트는 편하게 맞도록 올바로 조절해야 합
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체 시트 안전 시스템의 
효과가 감소되고 사고 시 부상의 가능성이나 
심각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트벨트를 올바
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심한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등을 붙이고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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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1

SSS0014

 경고

• 어깨 벨트는 항상 어깨와 가슴에 걸쳐 위치시킵
니다. 벨트를 등 뒤, 팔 아래 또는 목 위에 놓지 
않도록 합니다. 벨트는 얼굴과 목에서 멀리 하되, 
어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랩 벨트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둘레에 최대한 
낮고 편하게 착용합니다. 랩 벨트를 너무 높게 
착용하는 경우 사고 시 내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시트벨트 고리는 반드시 해당 버클에 확실히 
채웁니다.

• 시트벨트를 뒤집힌 상태나 꼬인 상태로 착용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착용할 경우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같은 시트벨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시트벨트 수보다 많은 승객을 차량에 태우면 안 
됩니다.

• 모든 도어를 닫고 모든 시트벨트를 착용한 상태
에서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 시트
벨트 경고등이 계속 켜질 경우 시스템의 기능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
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시트벨트 시스템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트벨트를 개조하거나, 재료를 추가하거나 
장치를 장착해 시트벨트 배치 또는 장력을 변경
하면 안 됩니다. 시트벨트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트벨트를 개조 또는 무단 
변경하는 경우 심한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 일단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리트랙터와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충돌 사고 후에는 리트랙터와 장착용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모든 시트벨트 어셈블리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인피니티는 미미한 
충돌로 벨트가 손상되지 않아 계속 제대로 작동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돌 시 사용하던 시트
벨트 어셈블리를 전부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돌 때 사용하지 않았던 시트벨트 어셈블리도 
반드시 검사하며 손상되거나 작동 불량인 부품은 
교체합니다.

• 모든 어린이용 보조시트 및 장착용 하드웨어는 
충돌 후 검사해야 합니다.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검사 지침과 교체 권장 사항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손상된 경우 교체
해야 합니다.



30      

시트벨트

1

LRS0786

시트벨트 경고등
운전석 및 동반석 시트 모두 시트벨트 경고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의 경고등은 운전석 및 
동반석 시트벨트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참고:
동반석 시트벨트 경고등은 동반석에 아무도 앉지 
않은 경우 켜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을 참조하십시오.

임산부

인피니티는 임산부가 시트벨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시트벨트는 꼭 맞게 착용해야 하며, 랩 벨트
가 허리가 아닌 엉덩이 둘레에 오도록 최대한 낮게 
착용합니다. 시트벨트는 항상 어깨를 지나 가슴에 
걸쳐지게 합니다. 랩 벨트/어깨 벨트가 복부를 지나
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권장사항은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부상자

인피니티는 부상자가 시트벨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구체적인 권장사항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리트랙터 장착 3점식 시트벨트
 경고

• 이 차량의 운전자와 모든 승객은 항상 시트벨트
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뒷좌석의 적절한 
보조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 시트 등받이를 기울인 채로 이동 중인 차량에 
탑승하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벨트의 어깨 부분이 몸에 밀착되지 않게 되며, 
사고 시 운전자 및 탑승객이 어깨 벨트에 걸려 
목 또는 기타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또한 랩 벨트 아래로 미끄러져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이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항상 양 발은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시트 등받
이에 밀착시켜 곧은 자세로 앉으며 시트를 알맞게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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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1

LRS2985

시트벨트 착용
1. 시트를 조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LRS2674

2. 리트랙터에서 시트벨트를 천천히 당긴 후 래치 
결합 소리를 듣고 느낄 때까지 버클 Ⓐ에 고리를 
끼웁니다.

• 리트랙터는 급정지 또는 충돌 시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잡아 당기면 시트
벨트가 움직이므로 시트에서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시트벨트를 완전히 감긴 위치에서 당길 수 
없을 경우에는 힘을 주어 당긴 후에 놓습
니다. 그 다음 리트랙터에서 벨트를 부드럽게 
당겨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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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1

LRS2675

3. 랩 벨트 부분을 낮게 위치시킨 후 그림과 같이 
엉덩이 Ⓑ에 편하게 위치시킵니다.

4. 시트벨트를 리트랙터 방향으로 잡아 당기면 더 
헐거워집니다Ⓒ. 어깨 벨트가 어깨와 가슴에 
걸쳐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착석 위치의 3점식 시트벨트에는 비상 잠금 
리트랙터(ELR)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비상 잠금 리트
랙터(ELR) 모드는 운전자와 승객이 시트에서 몸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트벨트를 
잡아 빼고 감을 수 있게 해줍니다. ELR은 차량이 급
감속하거나 일정한 충격을 받을 때 시트벨트를 잠급
니다.

 경고

시트벨트를 맬 때는 시트 등받이가 래치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또는 급정지 시 승객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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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1
시트벨트를 올바로 착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작동을 점검합니다.
• 시트벨트를 잡고 빠르게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리트랙터가 잠겨 벨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점검할 때 리트랙터가 잠기지 않으면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점검 및 그밖에 시트벨트 
작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SSS0896

Ⓐ 시트벨트 높이 조정 버튼

시트벨트 높이 조정(앞좌석)
시트벨트 고정앵커는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높이로 
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조정하려면 버튼을 민 다음 시트벨트가 어깨 중앙을 
지나도록 시트벨트 고정앵커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
입니다. 시트벨트는 얼굴과 목에서 멀리 하되, 어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조정 버튼을 놓아 
시트벨트 고정앵커를 제 위치에 잠급니다.

WRS0139

시트벨트 풀기
시트벨트를 풀려면, 버클 ①의 버튼을 누릅니다. 
시트벨트가 자동으로 감깁니다.

시트벨트 작동 상태 점검
시트벨트 리트랙터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시트벨트의 
움직임을 고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시트벨트가 리트랙터에서 재빨리 당겨지는 경우
• 차량의 속도가 급속히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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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 조정한 후엔 조정 버튼을 놓고 시트벨트 고정
앵커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제 위치에 확실히 고정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트벨트 고정앵커는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높이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 
시스템 전체의 효과가 감소되고 사고 시 부상의 
가능성이나 심각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시트벨트는 어깨 중앙에 와야 합니다. 목 근처를 
지나면 안 됩니다.

• 시트벨트가 어떤 식으로든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 조정 후 시트벨트 고정앵커를 위아래로 움직여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LRS3035

시트벨트 고리
시트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뒷좌석 시트를 
접은 경우 뒷좌석 시트벨트를 시트벨트 고리에 겁니다.

시트벨트 익스텐더
체형과 운전 자세로 인해 시트벨트(랩 벨트와 어깨 
벨트)를 올바로 착용하고 고정할 수 없을 경우 장착된 
시트벨트와 호환되는 익스텐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더를 통해 약 200mm(8.1인치)의 길이가 추
가되며 모든 착석 위치에서 익스텐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벨트 익스텐더는 다음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
니다.
• 운전석 및 동반석 착석 위치
• 뒷좌석 착석 위치
익스텐더가 필요한 경우 익스텐더 구매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더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 인피니티 시트벨트에는 정품 시트벨트를 제조한 
것과 같은 회사가 제조한 인피니티 시트벨트 익스
텐더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 시트벨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성인과 어린이는 
익스텐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사고 시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시 시트벨트 익스텐더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
시트가 올바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충돌 
또는 급정지 시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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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트벨트 관리
• 벨트부를 세척하려면 중성세제 용액이나 가구 

또는 카펫 청소용 용제를 도포하십시오. 그런 
다음 천으로 닦아내고 음지에서 시트벨트를 건조
시킵니다. 시트벨트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수축
시키면 안 됩니다.

• 시트벨트 고정앵커의 벨트 가이드에 먼지가 
쌓이면 시트벨트의 감기는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른 천으로 시트벨트 가이드를 
닦으십시오.

• 시트벨트는 물론 버클, 고리, 리트랙터, 플렉시블 
와이어와 고정앵커 등 금속제 구성부품이 모두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헐거운 부품, 상태 저하, 벨트부의 절단과 같은 
손상이 발견되면 시트벨트 어셈블리 전체를 교체
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성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보조시트가 필요합니다.
이 설명서에 수록된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어린이 
보호 관련 정보는 의사, 교사, 정부 교통 안전 당국, 
지역사회 단체 등 여러 출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마다 다 다르므로, 어린이를 데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기본적인 종류는 다음 세 가지
입니다.
•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 부스터 시트
어린이의 체격에 맞는 보조시트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 정도의 9kg(20lbs) 미만인 유아는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맞지 않거나 1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어린이의 경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여 차량
의 랩 벨트/어깨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경고

유아 및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유아와 어린이에게는 차량의 시트벨트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트벨트가 얼굴이나 목에 너무 
가까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랩 벨트는 유아와 어린이
의 작은 엉덩이 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시트벨트로 인해 사고 시 심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트벨트



36      

어린이 안전

1
또한 큰 어린이에게 맞는 다른 보조시트를 사용하여 
보호 성능을 강화하십시오.
모든 어린이 보조시트는 뒷좌석에 장착해야 합니다. 
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는 앞좌석보다 뒷좌석에 
올바르게 앉혔을 때 더욱 안전합니다. 차량의 동반석
에는 SRS 시스템(에어백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를 참조
하십시오.

유아

1세까지의 유아는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사용
해야 합니다. 차량에 적합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선택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장착 및 사용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소아

1세 이상의 최소 9kg(20lbs)인 어린이는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키 또는 몸무게 한도까지 가능한 한 계속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키 또는 몸무게 한도를 넘고 
1세 이상인 어린이는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하니스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최소 및 최대 몸무게 
및 키 권장 사항은 제조업체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차량에 적합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선택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장착 및 사용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

어린이는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가 허용한 최대 
키 또는 몸무게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하니스가 
포함된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앉아야 합니다.
인피니티는 어린이가 하니스가 장착된 전향식 어린이
용 보조시트의 키 또는 몸무게 한도를 넘어서고 나면 
시판되는 부스터 시트에 어린이를 앉혀 시트벨트가 
잘 맞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트벨트가

잘 맞도록 부스터 시트는 아이의 착석 높이를 높여 
어깨 벨트가 가슴과 어깨의 윗부분 및 중간부분에 
올바로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 벨트는 
목 또는 얼굴에 놓여야 하며 어깨에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랩 벨트는 아랫배가 아니라 엉덩이 아랫부분 
또는 허벅지 윗부분에 편안하게 놓여져야 합니다. 
부스터 시트는 3점식 시트벨트가 있는 착석 위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음과 같이 시트벨트 착용에 적합할 때
까지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의 등과 엉덩이가 차량 시트 등받이에 

닿는지 여부
• 어린이가 앞으로 구부리지 않고 앉을 수 있는지 

여부

• 어린이가 무릎을 시트 앞쪽 가장자리 위로 편하게 
내리고 바닥에 발을 평평하게 댈 수 있는지 여부

•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트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지 여부(랩 벨트가 엉덩이에 낮게 꼭 맞춰지고 
어깨 벨트를 가슴 중앙과 어깨에 걸쳐 착용)

• 어린이가 올바르게 조절된 헤드레스트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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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1
• 어린이가 탑승 중 내내 제 위치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LRS2690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3점식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어린이를 계속 부스터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참고:
일부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는 다른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을 확인하여 어린이를 보조
시트에 올바로 태운 후에 주행하도록 하십시오.

 경고

어린이가 시트 위에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서는 안 되며 화물칸에 가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정지 또는 충돌하는 경우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38      

1

ARS1098 WRS0256

어린이용 보조시트 사용 시 주의사항
 경고

•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올바른 사용 및 장착에 관한 
경고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정지 또는 
충돌 시 어린이 또는 다른 승객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올바로 사용 및 장착
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
업체의 장착 및 사용 지침을 모두 준수하십
시오.

 �유아와 어린이는 절대로 승객의 무릎에 
앉히면 안 됩니다. 건장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충돌 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와 다른 승객을 하나의 시트벨트로 
고정하지 마십시오.

 �인피니티는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모두 뒷좌석
에 장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앞좌석보다 뒷좌석에 올바르게 
앉혔을 때 더욱 안전합니다.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앞좌석에 장착해야 할 경우에는 
이 섹션의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을 참조하십시오.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
되어 있더라도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절대 앞좌석에 장착하지는 마십시오. 에어백이 
팽창하면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와 차량에 맞는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구매하도록 하십시오. 차량에 잘 맞지 않는 
어린이용 보조시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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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보조시트

1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는 정확하게 
장착된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가해진 하중만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에도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를 사용하
여 차량에 성인용 시트벨트 또는 다른 물건 
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고정앵커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 시트벨트 또는 다른 항목에 고정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단 테더 스트랩이 있는 어린이용 보조시트
는 동반석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한 후에는 시트 
등받이를 최대한 똑바로 세우십시오.
 �유아 및 어린이는 탑승 시 항상 적절한 어린
이용 보조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LATCH 시스템이나 시트벨트로 고정하십시오. 
급정거 또는 충돌 발생 시 고정되지 않은 물체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밀폐된 차량의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어린이를 앉히기 
전에, 좌석 표면과 버클을 점검하십시오.
이 차량에는 범용 어린이용 보조시트 앵커 시스템, 
즉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장치(LATCH)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용 보조시트에는 
이 고정앵커에 연결할 수 있는 경질소재 또는 벨트부 
부속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장치(LATCH)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LATCH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어린이용 보조

시트가 없다면, 차량 시트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조업체에서 유아 및 다양한 체형의 어린이
를 위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념하십시오.
• 차량에 장착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점검하여 

차량의 시트와 시트벨트 시스템에 적합한지 확인
합니다.

•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아이를 앉히고 여러 
조정 부분을 확인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아이
에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아이의 키와 몸무게에 
맞게 설계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선택하십

시오. 반드시 모든 권장 절차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 미만인 경우 LATCH 고정
앵커 또는 시트벨트(동시에 두 장치 모두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트
벨트(하부 고정앵커 아님)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십시오.

•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장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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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RS2990

LATCH 시스템 하부 고정앵커 위치 - 벤치 시트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장치(LATCH) 
시스템

이 차량에는 LATCH 시스템 호환 어린이용 보조시트 
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수 고정앵커 포인트가 있습
니다. 이 시스템을 ISOFIX 또는 ISOFIX 호환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를 초과하지 않는 한 차량 시트
벨트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용 보조
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트벨트(하부 고정앵커 아님)를 사용

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십시오. 어린이용 보조
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장착해야 합니다.
LATCH 하부 고정앵커 포인트는 오직 다음 위치에
서만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 뒷좌석 벤치 시트 - 외측 착석 위치

LATCH 하부 고정앵커
 경고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올바른 사용 및 장착에 관한 
경고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정지 또는 충돌 
시 어린이 또는 다른 승객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 LATCH 시스템이 호환되는 어린이용 보조
시트는 그림에 표시된 위치에만 장착하십
시오.

 � LATCH 시스템 고정앵커를 사용하여 뒷좌석 
중앙 위치에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고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제대로 고정
되지 않습니다.

 �하부 고정앵커 영역에 손가락을 넣어 하부 
고정앵커를 검사합니다. 고정앵커 위에 시트
벨트 끈이나 시트 쿠션과 같이 장착을 방해할 
수 있는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부 
고정앵커가 방해를 받으면 어린이용 보조
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는 정확하게 
장착된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가해진 하중만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에도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를 사용 
하여 차량에 성인용 시트벨트 또는 다른 물건 
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고정앵커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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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RS3036

LATCH 하부 고정앵커 위치

LATCH 하부 고정앵커 위치
LATCH 하부 고정앵커는 그림과 같이 위치해 있습 
니다. 시트 등받이에는 LATCH 하부 고정앵커 
위치를 안내하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LRS3045

LATCH 라벨 위치(뒷좌석 벤치 시트)

LRS0661

LATCH 벨트부 부속장치

어린이용 보조시트 LATCH 하부 고정앵커 부속 
장치 장착
LATCH 호환 어린이용 보조시트에는 차량의 특정  
착석 위치의 두 고정앵커에 연결할 수 있는 2개의 
경질소재 또는 벨트부 부속장치를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차량 시트벨트를 사용
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라벨을 통해 LATCH와 호환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설명서에도 나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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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RS0662

LATCH 경질소재 부속장치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할 때 어린이용 보조시트와 
함께 제공된 지침과 이 설명서에 나온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준수하십시오.

상단 테더 고정앵커
 경고

• 상단 테더 스트랩이 상단 테더 고정앵커에 연결 
되었을 때 화물이 상단 테더 스트랩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화물이 상단 테더 스트랩에 닿지 
않도록 화물을 적절하게 고정시킵니다.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상단 테더 스트랩에 
닿을 경우 충돌 시 화물에 의해 상단 테더 스트랩
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상단 테더 스트랩이 손상
될 경우 충돌 시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는 정확하게 장착된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가해진 하중만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를 사용하여 차량에 성인용 
시트벨트 또는 다른 물건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고정앵커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LRS3041

뒷좌석 벤치 시트 
① 상단 테더 스트랩

② 고정앵커 포인트

상단 테더 고정앵커 포인트 위치
고정앵커 포인트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뒷좌석 벤치에서 표시된 착석 위치의 시트 등받이 

하부

상단 테더 스트랩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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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ATCH를 사용하여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경고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는 정확하게 장착된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가해진 하중만 견디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를 사용하여 차량에 성인용 시트벨트 또는 
다른 물건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고정앵커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
르게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본 설명서의 
“어린이 안전”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 섹션에 수록된 
모든 경고 및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을 초과하는 경우 하부 고정

앵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
용 보조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을 초과 
하는 경우 차량 시트벨트(하부 고정앵커 아님)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십시오. 어린이 
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장착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LATCH 시스템을 사용하여 뒷좌
석에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합니다.
1.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시트에 놓습니다. 반드시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합
니다.

LRS2997

후향식 벨트부 - 2단계
2. LATCH 하부 고정앵커에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 부속장치를 고정합니다. LATCH 부속
장치가 하부 고정앵커에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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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RS2996

후향식 경질소재 - 2단계

LRS0673

후향식 - 3단계
3. 벨트부 부속장치가 있는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경우 팽팽하게 조여 느슨하지 않도록 합니다. 
손으로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앙을 강하게 아래
쪽과 뒤쪽으로 눌러 고정앵커 부속장치의 벨트부
를 조이면서 차량의 시트 쿠션 및 시트 등받이를 
압착합니다.

LRS0674

후향식 - 4단계
4.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부착한 후, 어린이를 앉히기 

전에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LATCH 부속장치 
경로  근처에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잡고 
좌우로 밀어 봅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좌우로 
25mm(1인치)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앞쪽 
으로도 잡아당겨 보아 LATCH 부속장치로 보조
시트가 제자리에 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린이
용 보조시트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만큼 
LATCH 부속장치를 조이거나 보조시트를 다른 
시트에 장착하고 다시 테스트합니다. 다른 어린
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거나 차량의 시트벨트 
(해당되는 경우)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모든 종류의 차량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45      

어린이용 보조시트

1
5.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사용할 때마다 제대로 고정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

시트가 헐거우면 2~4단계를 반복합니다.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본 설명서의 
“어린이 안전(A형)”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A형)” 
섹션의 모든 경고 및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에 따라 뒷좌석의 차량 시트벨트를 사용
하여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합니다.

WRS0256

후향식 - 1단계
1. 유아용 보조시트는 뒤쪽을 바라보도록 장착해야 

하므로 앞좌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
이용 보조시트를 시트에 놓습니다. 반드시 어린
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WRS0761

후향식 - 2단계
2. 시트벨트 고리를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통과

시킨 다음 버클에 끼웁니다. 걸리는 소리나 느낌이 
나야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벨트 배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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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향식 - 3단계

SSS0513

3. 랩 벨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잠금 클립 Ⓐ으로 
어깨 벨트를 제 자리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어린
이용 보조시트에 부착된 잠금 클립을 사용하거나 
제원이나 장력이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벨트 배치 지침
을 준수하십시오.

WRS0762

후향식 - 4단계
4. 시트벨트를 더욱 팽팽하게 조정합니다. 즉, 시트

벨트를 위로 당기면서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가운데를 아래쪽과 뒤쪽으로 세게 눌러 차량 
시트 쿠션과 시트 등받이를 압착합니다.

후향식 - 5단계

WRS0763

5.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부착한 후, 어린이를 앉히기 
전에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잡고 좌우로 밀어 봅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좌우로 25mm(1인치)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잡아당겨 보아 벨트로 보조시트가 제
자리에 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린이용 보조
시트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시트
벨트를 조이거나 다른 시트에 보조시트를 장착
하고 다시 테스트합니다. 다른 어린이용 보조시
트를 사용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용 보조시트가 모든 종류의 차량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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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사용할 때마다 제대로 고정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시트벨트가 고정
되지 않은 경우 3~5단계를 반복합니다.

LATCH를 사용하여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본 설명서의 
“어린이 안전”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 섹션에 수록된 
모든 경고 및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을 초과하는 경우 하부 고정

앵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몸무게와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량을 합한 값이 29.5kg(65lbs)을 초과
하는 경우 차량 시트벨트(하부 고정앵커 아님)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십시오. 어린이 
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장착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LATCH 시스템을 사용하여 뒷좌석
에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합니다.
1.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시트에 놓습니다. 반드시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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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S2995

전향식 벨트부 - 2단계 
2. LATCH 하부 고정앵커에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 부속장치를 고정합니다. LATCH 부속
장치가 하부 고정앵커에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상단 테더 스트랩이 장착
되어 있는 경우 상단 테더 스트랩을 둘러 테더 
고정앵커 포인트에 테더 스트랩을 고정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상단 테더 스트랩 장착”
을 참조하십시오.
상단 테더 고정앵커가 없는 착석 위치에는 상단 
테더 스트랩을 사용해야 하는 어린이용 보조시트
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LRS2994

전향식 경질소재 - 2단계
3.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뒷면이 차량 시트 등받이에 

닿아 고정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헤드레스트를 조절하거나 분리

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올바로 장착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분리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분리하면 헤드
레스트를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헤드레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착석 위치에 장착된 헤드레스트가 조절식이 아니고 
올바르게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른 착석 위치 또는 다른 어린이용 보조
시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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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식 - 4단계

LRS0671

4. 벨트부 부속장치가 있는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경우 팽팽하게 조여 느슨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으로 어린이용 보조시트 중앙을 강하게 
아래쪽과 뒤쪽으로 눌러 고정앵커 부속장치의 
벨트부를 조이면서 차량의 시트 쿠션 및 시트 
등받이를 압축합니다.

5.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테더 스트랩을 조여 
느슨함이 없도록 합니다.

WRS0697

전향식 - 6단계
6.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부착한 후, 어린이를 앉히기 

전에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LATCH 부속장치 
경로 근처에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잡고 좌우
로 밀어 봅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좌우로 
25mm(1인치)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앞쪽 
으로도 잡아당겨 보아 LATCH 부속장치로 보조 
시트가 제자리에 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린
이용 보조시트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만큼 
LATCH 부속장치를 조이거나 보조시트를 다른 
시트에 장착하고 다시 테스트합니다. 다른 어린
이용 보조시트를 사용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모든 종류의 차량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7.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사용할 때마다 제대로 고정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가 헐거우면 3~6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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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S3041

뒷좌석 벤치 시트 
① 상단 테더 스트랩

② 고정앵커 포인트

상단 테더 스트랩 장착
LATCH 하부 고정앵커 부속장치를 사용하여 어린
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할 때 어린이용 보조시트 상단 
테더 스트랩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LATCH 하부 고정앵커로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고정시킵니다(뒷좌석 벤치 외측 시트 위치에 한함).

뒷좌석 벤치 시트

외측 착석 위치
1. 헤드레스트를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

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분리하면 헤드레스트 
를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헤드레스트”를 참조하십시오.

2. 그림과 같이 상단 테더 스트랩 ①을 배치합니다.

3. 그림과 같이 테더 고정앵커 포인트 ②에 테더 
스트랩을 고정시킵니다.

4.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테더 스트랩을 조여 
느슨함이 없도록 합니다.

상단 테더 스트랩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는 정확하게 장착된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가해진 하중만 견디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를 사용하여 차량에 성인용 시트벨트 또는 
다른 물건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고정앵커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
르게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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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S0699

전향식(동반석) - 1단계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 장착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본 설명서의 
“어린이 안전(A형)”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A형)” 
섹션의 모든 경고 및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아래 단계에 따라 뒷좌석 또는 동반석의 차량 시트
벨트를 사용하여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
합니다.

1. 앞좌석에 부득이하게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
해야 하는 경우 전향식으로만 장착해야 합니다. 
시트를 최대한 뒤쪽으로 밉니다. 유아용 보조시트
는 뒤쪽을 바라보도록 장착해야 하므로 앞좌석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시트 위에 놓습니다. 반드시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합
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의 뒷면이 차량 시트 등받이에 
닿아 고정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헤드레스트를 조절하거나 분리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올바로 장착합니다. 헤드
레스트를 분리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분리하면 헤드레스트를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헤드레스트 조정, 분리, 
장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헤드레
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착석 위치에 장착된 헤드레스트가 조절식이 
아니고 올바르게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른 착석 위치 또는 
다른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WRS0680

전향식 - 3단계
3. 시트벨트 고리를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통과시킨 

다음 버클에 끼웁니다. 걸리는 소리나 느낌이 
나야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벨트 
배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상단 테더 스트랩이 장착
되어 있는 경우 상단 테더 스트랩을 둘러 테더 
고정앵커 포인트에 테더 스트랩을 고정시킵니다
(뒷좌석 장착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상단 테더 스트랩 장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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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단 테더 스트랩을 사용해야 하는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상단 테더 고정앵커가 없는 착석 
위치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SSS0513

전향식 - 4단계
4. 랩 벨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잠금 클립 Ⓐ으로 

어깨 벨트를 제 자리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어린
이용 보조시트에 부착된 잠금 클립을 사용하거나 
제원이나 장력이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제조업체의 벨트 배치 지침
을 준수하십시오.

WRS0698

전향식 - 5단계
5.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부착한 후, 어린이를 앉히기 

전에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잡고 좌우로 밀어 봅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좌우로 25mm(1인치)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잡아당겨 보아 벨트로 보조시트가 제
자리에 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린이용 보조
시트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시트
벨트를 조이거나 다른 시트에 보조시트를 장착
하고 다시 테스트합니다. 다른 어린이용 보조

시트를 사용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이용 보조시트가 모든 종류의 차량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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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식 - 6단계
6.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동반석에 장착된 경우 점화

스위치를 ON 위치에 둡니다. 동반석 에어백 작동
표시등 (장착된 경우)이 켜져야 합니다. 이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이 섹션의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을 참조하십시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다른 위치에 장착합니다. 시스템 
점검을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LRS3041

뒷좌석 벤치 시트 
① 상단 테더 스트랩

② 고정앵커 포인트

상단 테더 스트랩 장착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할 
때 어린이용 보조시트 상단 테더 스트랩을 사용

해야 합니다.
먼저 시트벨트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고정시킵니다.

뒷좌석 벤치 시트

외측 착석 위치
1. 헤드레스트를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

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분리하면 헤드레스트
를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
의 “헤드레스트”를 참조하십시오.

2. 그림과 같이 상단 테더 스트랩 ①을 배치합니다.

3. 그림과 같이 테더 고정앵커 포인트 ②에 테더 
스트랩을 고정시킵니다.

4.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테더 스트랩을 조여 
느슨함이 없도록 합니다.

상단 테더 스트랩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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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는 정확하게 장착된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가해진 하중만 견디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를 사용하여 차량에 성인용 시트벨트 또는 
다른 물건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앵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고정앵커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
르게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 시트
차량에 부스터 시트 장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에 요약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부스터 시트 주의사항
 경고

부스터 시트와 시트벨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충돌이나 급정지 시 어린이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
할 위험이 매우 증가합니다.

 �시트벨트의 어깨 부분이 어린이의 얼굴과 
목에서 멀리 위치하고 랩 벨트 부분이 복부를 
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뒷부분 또는 팔 아래에 
오지 않도록 합니다.

 �부스터 시트는 랩 벨트/어깨 벨트가 있는 착석 
위치에만 장착해야 합니다.

LRS2479

A. 로우 백 부스터 시트

B. 하이 백 부스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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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S0453

여러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크기의 부스터 시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스터 시트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념하십시오.

• 차량에 장착된 부스터 시트를 점검하여 차량
의 시트와 시트벨트 시스템에 적합한지 확인
합니다.

LRS0464

• 부스터 시트 또는 차량 시트로 어린이의 머리가 
잘 받쳐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트 등받이는 
어린이의 귀 중간 높이 또는 그 위까지 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우 백 부스터 시트를 선택한 
경우 차량의 시트 등받이는 어린이의 귀 중간 
높이 또는 그 위까지 와야 합니다. 시트 등받이가 
어린이의 귀 중간에 못 미치면 하이 백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부스터 시트를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린이를 부스터 시트에 앉히고 여러 조정 부분을 
확인하여 부스터 시트가 아이에게 맞는지 확인
합니다. 항상 모든 권장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이 섹션의 지침은 뒷좌석 또는 동반석에 부스터 시트
를 장착할 때 적용됩니다.

부스터 시트 장착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본 설명서의 
“어린이 안전”, “어린이용 보조시트” 및 “부스터 시트” 
섹션에 수록된 모든 경고 및 주의사항을 참조하십
시오.
뒷좌석 또는 동반석에 부스터 시트를 장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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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S0699

1. 부스터 시트를 앞좌석에 장착해야 하는 경우 
시트를 최대한 뒤쪽으로 밉니다.

2. 부스터 시트를 시트 위에 놓습니다. 정면 방향
으로만 놓습니다. 항상 부스터 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동반석 위치

LRS0454

3. 부스터 시트는 차량 시트에 놓아야 안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헤드레스트를 조절하거나 분리

하여 부스터 시트를 올바로 장착합니다. 헤드

레스트를 분리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스터 시트를 분리하면 헤드레스트를 다시 장착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헤드

레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착석 위치에 장착된 헤드레스트가 조절식이 
아니고 올바르게 부스터 시트를 장착하는데 지장
을 주는 경우 다른 착석 위치 또는 다른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4. 시트벨트의 랩 벨트 부분을 낮게 위치시킨 후 
어린이의 엉덩이에 편하게 놓습니다. 부스터 시트 
제조업체의 시트벨트 배치 조정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5. 시트벨트의 어깨 부분을 리트랙터 방향으로 잡아 
당기면 더 헐거워집니다.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어깨 상단 중간 부분에 오도록 합니다. 부스터 
시트 제조업체의 시트벨트 배치 조정에 대한 지침
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이 섹션의 “리트랙터 장착 3점식 시트벨트”에 
수록된 올바른 시트벨트 착용에 관한 경고, 주의
사항, 지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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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스터 시트가 동반석에 장착된 경우 점화스위치
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어린이의 체격 또는 
사용 중인 부스터 시트의 유형에 따라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 이 켜지거나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을 참조하십

시오.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
(SRS)(장착된 경우)

SRS 주의사항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upplemental 
Restraint System, SRS) 섹션에는 다음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운전석 및 동반석 에어백(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
• 앞좌석 장착 사이드 에어백
• 루프 장착 커튼식 롤오버 에어백
• 운전석 및 동반석 무릎 에어백
• 프리텐셔너 장착 시트벨트(앞좌석 및 뒷좌석 

외측 시트)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은 일부 정면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 및 동반석 승객의 머리와 
가슴 부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좌석 장착 사이드 에어백 시스템
이 시스템은 일부 측면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 및 
동반석 승객의 가슴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드 에어백은 충격을 
받는 차량 측면에서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루프 장착 커튼식 롤오버 에어백 시스템
이 시스템은 일부 측면 또는 전복 충돌 사고에서 앞
뒤 아웃보드 착석 위치에 있는 승객의 머리에 가해
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면 충격 
시, 커튼 에어백은 충격을 받는 차량 측면에서 팽창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은 전복 사고 
시 팽창한 후 일정 시간 동안 팽창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는 사고 시 
운전석 및 동반석 시트벨트의 보호 기능을 보완
하도록 설계된 것이며, 이들 시트벨트의 기능을 대체
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트벨트는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승객은 스티어링 휠, 계기판, 도어 
피니셔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벨트”를 참조하십시오.
운전석 및 동반석 무릎 에어백
이 시스템은 특정 충돌 사고 시 운전자 및 동반석 
승객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는 사고 시 
운전석 및 동반석 시트벨트의 보호 기능을 보완
하도록 설계된 것이며, 이들 시트벨트의 기능을 대체
하도록 설계되지는

어린이용 보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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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시트벨트는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승객은 스티어링 휠, 계기판, 도어 피니셔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시트벨트”를 참조하십시오.
에어백은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
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놓으면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면 에어백 경고등은 약 
7초 후에 꺼집니다.

WRS0031

 경고

• 프런트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측면 충돌, 후방 
추돌, 전복 또는 심하지 않은 정면 충돌의 경우 
팽창하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시트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 동반석 에어백은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팽창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을 
참조하십시오.

• 시트벨트 및 프런트 에어백은 시트에 등을 똑바로 
대고 앉아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프런트 
에어백은 상당한 힘으로 팽창합니다.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거나,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비스듬히 앉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앉지 않으면 충돌 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또한 운전자는 프런트 에어백
이 팽창할 때 기대고 있다가 팽창으로 인해 심각
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항상 등받이에 등을 똑바로 대고, 스티어링 
휠이나 계기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으십
시오. 항상 올바르게 시트벨트를 사용하십시오.

똑바로 등을 붙이고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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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 운전석 및 동반석 시트벨트 버클에는 시트벨트 

착용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은 충돌 정도
와 시트벨트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난 후 
필요에 따라 에어백을 팽창시킵니다. 시트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부상 위험성
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동반석에는 일부 상황에서 동반석 에어백 작동 
상태를 OFF로 전환하는 승객 감지 센서(무게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동반석
에만 사용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아 시트벨트
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의 위험이나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을 
참조하십시오.

• 손은 스티어링 휠의 바깥쪽에 두도록 하십시오. 
손이 스티어링 휠의 가장자리 안쪽에 있으면 
프런트 에어백이 팽창할 때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ARS1133똑바로 등을 붙이고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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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ARS1041

 경고

• 어린이가 고정되지 않은 채로 탑승하거나 윈도우
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지 못하도록 하십
시오.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팔로 안아서도 
안 됩니다. 위험한 탑승 자세의 예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ARS1042 ARS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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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ARS1044 ARS1045 ARS1046

 경고

• 어린이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또는 커튼 에어백 팽창 
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가능하면 뒷좌석에 올바로 
벨트를 매고 앉아야 합니다.

•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더라도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절대 앞
좌석에 장착하지는 마십시오. 팽창하는 프런트 
에어백으로 인해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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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WRS0431

 경고

앞좌석 장착 사이드 에어백 및 루프 장착 커튼식 롤
오버 에어백:
•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전방 

충돌, 후방 추돌 또는 심하지 않은 측면 충돌의 
경우 팽창하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시트벨트를 착용하십시오.

LRS3042 SSS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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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경고

• 시트벨트,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은 시트
에 똑바로 등을 댄 상태로 바닥에 양 발을 대고 
앉았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은 강한 힘으로 팽창합니다. 사이드 
루프 레일 부근 또는 앞좌석 등받이의 측면에 
위치한 사이드 에어백 근처에 승객의 손, 발 또는 
얼굴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좌석 
또는 뒷좌석 외측 시트에 앉은 승객이 윈도우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도어에 기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위험한 탑승 자세의 예가 앞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LRS3043

 경고

• 뒷좌석에 앉을 때는 앞좌석의 시트 등받이를 잡지 
마십시오. 사이드 에어백이 팽창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올바르게 고정시켜야 
하는 어린이의 경우 특히 주의하십시오. 위험한 
탑승 자세의 예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 앞좌석 등받이에 시트 커버를 사용해서는 안 됩
니다. 사이드 에어백 팽창에 방해가 될 수 있습
니다.

SSS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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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인피니티 어드밴스트 에어백 시스템(앞좌석)
1. 프런트 에어백 모듈

2.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

3. 승객 감지 센서(무게 센서)

4. 앞좌석 장착 사이드 에어백 모듈

5. 루프 장착 커튼식 롤오버 에어백

6. 루프 장착 커튼식 롤오버 에어백 인플레이터

7. 위성 센서

8. 위성 센서(장착된 경우)

9. 프리텐셔너 장착 시트벨트(앞좌석 및 뒷좌석 
외측 시트)

10. 도어 압력 센서(운전석 표시, 동반석은 이와 유사)

11. 운전석 및 동반석 무릎 에어백

12. 충돌 센서

LRS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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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경고

동반석에 장착된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
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
시기 바랍니다.
•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이 동반석 등받이 포켓

을 밀거나 당겨서는 안 됩니다.
• 시트 등받이, 헤드레스트, 또는 시트 등받이 

포켓에 4kg(9.1lbs) 보다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 뒷좌석에 장착한 어린이용 보조시트나 바닥에 
놓인 다른 물체가 시트 등받이 뒤쪽을 누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 동반석 시트 아래에 어떠한 물건도 놓지 마십
시오.

• 시트 쿠션과 센터 콘솔 사이 또는 시트 쿠션과 
도어 사이에 어떤 물건도 놓지 마십시오.

• 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동반석에 장착한 
경우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계기판에 닿을 정도로 
동반석 시트를 앞으로 밀지 마십시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계기판에 닿을 경우 시스템은 좌석에 
승객이 있다고 판단하여 충돌 시 동반석 에어백
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동반석 에어백 작동
표시등도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이 섹션의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참조하십
시오.

•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
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승객 감지 시스템
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동반석 승객 감지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승객을 뒷좌석에 앉히십시오.

• 뒷좌석에 닿을 정도로 동반석 시트를 뒤로 밀지 
마십시오. 앞좌석이 뒷좌석과 닿을 경우 에어백 
시스템은 센서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 
하므로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켜지고 
에어백 경고등이 깜박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석 및 동반석에는 인피니티 어드밴
스드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 주의사항, 경고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석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 중앙에 있습니다. 
동반석 에어백은 글로브 박스 위의 대시보드에 장착
되어 있습니다. 프런트 에어백은 상당히 심한 정면 
충돌 시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이와 
유사한 다른 유형의 충돌 시에도 팽창할 수 있으며, 
특정한 전방 충돌 사고에서는 팽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차량 손상(또는 손상 정도 미약)이 
반드시 프런트 에어백이 올바로 작동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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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장착된 경우)

1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은 충돌 센서,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 시트벨트 버클 센서 및 
승객 감지 센서(무게 센서)에서 전송된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인플레이터 작동은 충돌 심각도 
및 운전자의 시트벨트 사용 상태에 따릅니다. 동반석
의 경우 승객 감지 센서도 모니터링됩니다. 센서로
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충돌의 심각도와 
앞좌석에 앉은 승객의 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앞 
좌석 에어백 중 하나만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반석 에어백은 동반석에서 감지된 무게와 안전 
벨트 사용 방법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는 자동으로 
작동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동반석 에어백이 꺼진 
경우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켜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
을 참조하십시오. 앞좌석 에어백이 하나만 팽창한
다고 해서 시스템 성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

니다.
에어백 시스템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
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애로 인해 차량 개조를 고려 
중인 경우에도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본 사용자 설명서 
앞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런트 에어백이 팽창할 때는 상당히 큰 소리가 들린 
후 연기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연기는 유독하지 
않으며 화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 자극 및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호흡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프런트 에어백은 시트벨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앞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면과 흉부에 가해
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에어백을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런트 에어백이 
팽창하면 안면에 찰과상을 입거나 다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 및 동반석 무릎 에어백 이외
의 다른 프런트 에어백은 하체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
니다.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더
라도 시트벨트를 올바로 착용하고, 운전석과 동반석
은 똑바로 세운 채 운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 스티어링 휠이나 계기판으로부터 멀리 조절
하십시오. 프런트 에어백은 앞좌석 승객을 보호

하기 위해 급속히 팽창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프런트 
에어백 모듈에 너무 가깝게 앉아 있거나 기대고 있을 
경우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돌 후 프런트 에어백은 빠르게 수축합니다.

프런트 에어백은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놓으면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면 에어백 경고등은 약 
7초 후에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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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S0865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

 경고

동반석 에어백은 일부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꺼지
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을 잘 읽고 동반석 
에어백의 작동 방식을 알아 두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은 시트, 시트벨트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
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트, 시트벨트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관하여 이 설명서의 모든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위험이나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작동표시등

동반석에는 가해진 무게에 따라 동반석 에어백을 
켜거나 끄는 승객 감지 센서(무게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동반석 에어백의 상태(ON 또는 OFF)는 
계기판에 위치한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동반석 승객의 
착석 여부에 따라 계기판의 동반석 에어백 작동

표시등이 약 7초간 켜진 후 꺼지거나 계속 켜집니다. 
이 표시등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상태 설명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 ( ) 동반석 에어백 상태

비어 있음 동반석이 비어 있음 ON(켜짐) 꺼짐

앉은 승객이 없음/승객이 앉아 있음
동반석에 가방이 놓여 있거나 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이 앉아 있거나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장착되어 있음
ON(켜짐) 꺼짐

성인 동반석에 성인이 앉아 있음 OFF(소등) 켜짐

위와 같은 상황 이외에도 동반석에 놓인 특정 물체로 
인해서도 해당 중량에 따라 상기 설명과 같이 표시등
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정상 작동” 및 “문제해결”을 
참조하십시오.

동반석 에어백
동반석 에어백이 꺼져 있으면 충돌 시 팽창하지 
않습니다. 운전석 에어백과 차량 내의 다른 에어백은 
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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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의 시스템 작동의 목적은 에어백이 자동
으로 꺼지도록 하여 어린이와 같은 승객이 동반석에 
앉아 있을 때 에어백 팽창으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한 센서가 사용됩니다.
이 차량의 승객 감지 센서는 무게 센서이며, 무게에 
따라 시트의 승객 및 물체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은 동반석에 어린이가 앉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동반석 에어백을 끄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유형의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시트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중량과 어린이의 
몸무게를 감지하여 에어백을 끌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대로 어른이 동반석에 올바르게 
앉아 안전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동반석 에어백
이 자동으로 꺼지면 안 됩니다. 체구가 작은 어른의 
경우 에어백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체중이 시트 쿠션 밖으로 이동할 경우(예: 곧게 앉아 
있지 않거나, 동반석 시트 가장자리에 앉아 있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센서가 에어백을 끄게 
됩니다. 시트벨트와 에어백이 최대의 보호 효과를 
발휘하려면

항상 제 자리에 올바른 자세로 앉아 시트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뒷좌석에 올바르게 앉아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정 어린이용 
보조시트 및 부스터 시트를 뒷좌석에 제대로 장착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승객 감지 센서가 위에 설명된 대로 작동하여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특정 어린이용 보조시트에 대해 동반석 
에어백을 끄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
시트를 올바르게 고정시키지 않을 경우 충돌 또는 
급정지 시 보조시트가 기울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충돌 시 동반석 에어백이 
작동 정지 상태가 되지 않고 팽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동반석에 앉은 승객이 없는 경우 충돌 시 동반석 
에어백이 팽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석 시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승객 
감지 센서가 그 물체의 무게를 승객의 몸무게로 감지
하기 때문에 에어백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동반석 위에 서 있거나 두 어린이가 시트 위에 앉아 
있는 등의 경우에도 이 설명서의 내용과 반대로 
에어백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승객이 

항상 올바르게 앉아서 시트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십
시오.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을 통해 동반석 에어백이 
자동으로 꺼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동반석에 성인이 앉아 있는데 동반석 에어백 작동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에어백이 꺼져 있다는 의미) 
이 승객의 체구가 왜소하거나 시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거나 시트벨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앞좌석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의 체격 또는 사용 중인 어린이용 보조시트
의 유형에 따라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켜지
거나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충돌 시 에어백이 팽창할 수 있다는 
의미), 어린이용 보조시트 또는 시트벨트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보조
시트를 올바르게 장착했는지, 시트벨트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승객이 올바르게 앉아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여전히 켜지지 않는 
경우, 승객 또는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르게 위치해 있고, 시트
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으며 승객이 올바르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동반석 에어백 작동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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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량을 맡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는 특수 공구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에어백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확인할 때까지는 뒷좌석에 
승객을 앉히거나 또는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하십
시오.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 및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동반석의 상태 변화를 감지
하는 데는 몇 초가 소요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이며 기능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반석의 에어백 시스템에 기능이상이 발생하면 
계기판의 미터 및 게이지 영역에 위치한 에어백 
경고등 이 켜집니다(깜박이거나 계속 켜짐).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정상 작동
무게에 따라 승객 감지 센서 시스템이 동반석을 
감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및 단계를 
준수하십시오.
주의사항

• 시트에 걸려 있거나 시트 등받이 포켓 안에 
4kg(9.1lbs) 이상의 물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어린이용 보조시트나 다른 물체가 시트 등받이 
뒤쪽을 누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 뒷좌석 승객이 동반석 뒤쪽을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동반석 또는 시트 등받이가 뒤쪽 시트나 바닥에 
놓인 물체에 강하게 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동반석 시트 아래에 어떠한 물건도 놓지 마십
시오.

단계

1. 본 설명서의 “시트” 섹션에 설명된 대로 시트를 
조절합니다. 바닥까지 발을 편안하게 뻗은 채 
시트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시트 쿠션 중앙에 
똑바로 앉습니다.

2. 무릎에 어떠한 물체도 올려 놓지 마십시오.

3. 본 설명서의 “시트벨트” 섹션에 설명된 대로 
시트벨트를 착용합니다. 동반석 시트벨트 버클 
상태는 승객 감지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되며 
착석 상태 판단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동반석에 
앉은 승객의 시트벨트 착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4. 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시스템이 동반석을 감지할 
수 있도록 30초간 이 위치를 유지합니다.

5. 올바른 시스템 감지를 위해 동반석 에어백 작동
표시등을 점검하십시오.

참고:
주행 중에는 승객 감지 센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주행 전에 올바르게 동반석이 감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승객 감지 
센서는 주행 중이나 정차 시 일부 조건에서 승객의 
몸무게를 다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동반석의 승객은 
위에 설명된 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1. 동반석에 성인이 앉아 있을 때 작동표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

• 승객이 체구가 작은 성인인 경우에는 에어백 
표시등이 본래 의도대로 작동합니다. 동반석 
에어백이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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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체구가 작은 성인이 아닐 경우 무게 센서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승객이 바닥까지 발을 편안하게 뻗은 채 시트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시트 쿠션 중앙에 똑바로 
앉지 않을 경우

• 어린이용 보조시트나 다른 물체가 시트 등받이 
뒤쪽을 누르고 있을 경우

• 뒷좌석 승객이 동반석 뒤쪽을 밀거나 당길 경우
• 동반석 또는 시트 등받이가 뒤쪽 시트나 바닥에 

놓인 물체에 강하게 눌릴 경우
• 동반석 시트 아래에 물건이 놓여져 있을 경우
• 시트 쿠션과 센터 콘솔 사이 또는 시트 쿠션과 

도어 사이에 물건이 놓여져 있을 경우
주행 중일 경우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세우십
시오. 위와 같은 장애 요인들을 점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차량 시동을 다시 건 후 1분간 
기다립니다.

참고: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처음에 약 7초간 계속 
켜져 있을 때 시스템 점검이 실행됩니다.
이후에도 작동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어느 
누구도 동반석에 앉지 않아야 하며 최대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 동반석에 체구가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가 앉아 

있거나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장착되어 있을 때 
작동표시등이 꺼져 있는 경우

무게 센서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체구가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가 바닥까지 발을 
편안하게 뻗은 채 시트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시트 쿠션 중앙에 똑바로 앉지 않을 경우

• 본 설명서의 “어린이용 보조시트” 섹션에 설명된 
대로 어린이용 보조시트가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트에 걸려 있거나 시트 등받이 포켓 안에 놓인 
물체가 4kg(9.1lbs) 이상인 경우

• 어린이용 보조시트나 다른 물체가 시트 등받이 
뒤쪽을 누르고 있을 경우

• 뒷좌석 승객이 동반석 뒤쪽을 밀거나 당길 경우
• 동반석 또는 시트 등받이가 뒤쪽 시트나 바닥에 

놓인 물체에 강하게 눌릴 경우
• 동반석 시트 아래에 물건이 놓여져 있을 경우
• 시트 쿠션과 센터 콘솔 사이에 물건이 놓여져 

있을 경우
주행 중일 경우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세우십
시오. 위와 같은 장애 요인들을 점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차량 시동을 다시 건 후 1분간 
기다립니다.
참고: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처음에 약 7초간 계속 
켜져 있을 때 시스템 점검이 실행됩니다.
이후에 작동표시등이 계속 꺼져 있으면 체구가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 또는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뒷좌석
으로 이동시키며 최대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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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반석에 앉은 승객이나 놓인 물체가 없을 때 

작동표시등이 꺼져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차량
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프런트 에어백 주의사항

 경고

• 스티어링 휠 패드 위나 계기판 위에는 어떠한 
물건도 올려놓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승객과 
스티어링 휠 또는 계기판 사이에 어떠한 물건도 
놓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물체는 프런트 에어백 
팽창 시 튕겨 나가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의 몇몇 구성부품은 팽창 
직후 고온이 됩니다. 부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됩
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에어백 시스템의 구성부품 또는 배선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무단 변경할 경우 우발적인 
에어백의 팽창이나 에어백 시스템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의 전기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 프런트 
엔드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무단 
변경할 경우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패드의 표면 
및 대시보드 위에 물건을 놓거나 에어백 시스템 
주위에 별도의 트림 재료를 장착하여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어셈블리를 변경하는 것도 무단 
변경에 포함됩니다.

• 동반석 시트를 분리하거나 개조하면 에어백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인체 부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동반석 시트를 개조하거나 함부로 고치면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트 
쿠션에 시트 재료를 장착하거나 에어백이 올바
르게 작동하도록 특수 설계되지 않은 시트에 시트 
커버 등의 추가 트림 재료를 장착하여 앞좌석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또한 동반석 시트나 시트 
쿠션 및 등받이 아래에 어떤 물체도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물체는 승객 감지 센서(무게 
센서)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시트벨트 시스템의 구성부품이나 배선을 무단
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트벨트 시스템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심한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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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런트 에어백 관련 작업과 주변 작업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전기 장비
를 장착할 때에도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SRS 배선 하니스*를 개조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백 시스템에 인증받지 
않은 전기 테스트 장비 및 프로브 장치를 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 앞유리에 균열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서비스
센터에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앞유리에 균열이 
있을 경우 에어백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RS 배선 하니스 커넥터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구매자에게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자 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
니다.

LRS2501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과 루프 장착 커튼식 
롤오버 에어백 시스템
사이드 에어백은 앞좌석의 시트 등받이 외측에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은 두 열 모두의 사이드 루프 
레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 주의사항, 경고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은 상당히 심한 측면 
충돌 시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이와 유사한 다른 유형의 충돌 시에도 팽창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는 차량 측면에서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측면 충돌 사고에서는 
팽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은 특정 유형의 전복 충돌 사고가 발생
하거나 거의 전복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심한 험로 주행 중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커튼 에어백이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차량 손상(또는 손상 정도 미약)이 반드시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이 올바로 작동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이 팽창할 때는 상당히 
큰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연기는 
유독하지 않으며 화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 
자극 및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호흡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사이드 에어백은 시트벨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앞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흉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튼 에어백은 
모든 열의 앞좌석/뒷좌석 외측 시트에 앉은 승객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에어백을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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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또는 커튼 에어백이 팽창하면 찰과상이나 
다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은 하체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트벨트를 올바로 착용하고, 운전석과 동반석은 
똑바로 세운 채 운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 사이드 에어백으로부터 멀리 조절해야 
합니다. 뒷좌석 승객들은 도어 피니셔와 사이드 
루프 레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앉아야 합니다.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급속히 팽창합니다. 부풀어 오르는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승객이 
에어백에 너무 가까이 앉아 있거나 팽창 중에 에어백 
모듈에 부딪히는 경우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사이드 에어백은 충돌 상황이 끝난 후 급속히 
수축합니다.
커튼 에어백은 짧은 시간 동안 팽창된 상태를 유지
합니다.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은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에만 작동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놓으면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면 에어백 경고등은 약 
7초 후에 꺼집니다.

 경고

• 앞좌석 시트 등받이 근처에는 아무 물체도 두지 
마십시오. 또한 앞 도어 피니셔와 앞좌석 사이에 
어떠한 물건(우산, 가방 등)도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체는 사이드 에어백 팽창 시 튕겨 나가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팽창 직후에는 여러 개의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 시스템 부품이 뜨겁습니다. 부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 시스템의 구성부
품 또는 배선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 시스템이 손상되
거나 우발적으로 팽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 차량의 전기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 또는 
사이드 패널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무단 변경할 경우 커튼 에어백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드 에어백 시스템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심한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트 
등받이 근처에 물체를 위치시키거나 사이드 
에어백 주변에 시트 커버와 같은 추가적인 트림 
재료를 장착하여 앞좌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 관련 작업과 주변 
작업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또한 전기 장비를 장착할 때에도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SRS 배선 
하니스*를 개조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드 에어백 또는 커튼 에어백 시스템에 인증
받지 않은 전기 테스트 장비 및 프로브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SRS 배선 하니스 또는 커넥터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구매자에게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 시스템에 대한 정보
를 알려주고 사용자 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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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측

LRS3037

운전석 및 동반석 무릎 에어백
무릎 에어백은 운전석 및 동반석의 무릎 보호대

(bolster)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 주의사항, 경고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무릎 에어백은 상당히 심한 정면 충돌 시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이와 유사한 다른 
유형의 충돌 시에도 팽창할 수 있으며 특정한 측면 
충돌 사고에서는 팽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RS3038

동반석 측
즉, 차량 손상(또는 손상 정도 미약)이 반드시 무릎 
에어백이 올바로 작동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릎 에어백이 팽창할 때는 상당히 큰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연기는 유독하지 않으며 
화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 자극 및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호흡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무릎 에어백은 운전자 및 동반석 승객 무릎에 가해
지는 충격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한 부상을 줄이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릎 에어백이 팽창하면 찰과상이나 다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은 하체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릎 에어백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급속히 팽창
합니다. 이 때문에 승객이 무릎 에어백에 너무 가까이 
앉아 있거나 팽창 중에 에어백 모듈에 부딪히는 경우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은 충돌 
후 급속하게 팽창되거나 잠시 동안 팽창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무릎 에어백은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에만 작동
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놓으면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면 에어백 경고등은 약 
7초 후에 꺼집니다.

 경고

• 무릎 보호대(bolster)와 운전석 또는 동반석 시트 
사이에 어떤 물체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물체는 무릎 에어백 팽창 시 튕겨 나가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무릎 에어백 시스템의 몇몇 구성부품은 팽창 직후 
고온이 됩니다. 부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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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에어백 시스템의 구성부품 또는 배선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무릎 에어백 시스템
이 손상되거나 우발적으로 팽창하는 일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 차량의 전기 시스템 또는 서스펜션 시스템을 무단
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무릎 에어백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릎 에어백 시스템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심한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를 들어 운전석 
무릎 보호대(bolster)를 변경하거나 무릎 에어백 
주변에 추가 트림 재료를 장착하면 안 됩니다.

• 무릎 에어백 관련 작업과 주변 작업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전기 
장비를 장착할 때에도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SRS 배선 하니스*를 개조
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 에어백 시스템
에 인증받지 않은 전기 테스트 장비 및 프로브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SRS 배선 하니스 또는 커넥터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구매자에게 
무릎 에어백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자 
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텐셔너 장착 시트벨트(앞좌석 및 뒷좌석 
외측 시트)

 경고

• 프리텐셔너는 일단 작동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리트랙터 및 버클과 함께 유닛 전체를 교체
해야 합니다.

• 차량에 충돌이 발생했으나 프리텐셔너가 작동
하지 않은 경우 프리텐셔너 시스템을 점검받아 
필요시 교체하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프리텐셔너 시스템의 구성부품이나 배선을 무단
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는 프리텐셔너 손상 
또는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리텐셔너를 무단 변경하는 경우 심한 인체 부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프리텐셔너 시스템 관련 작업과 주변 작업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전기 장비를 장착할 때에도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프리텐셔너 시스템
에 인증받지 않은 전기 테스트 장비 및 프로브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프리텐셔너를 폐기하거나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부적절한 폐기 절차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
니다.

프리텐셔너 시스템은 특정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 
시스템과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텐셔너는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시트벨트 리트랙터와 함께 
시트벨트를 조여 앞좌석 및 뒷좌석 외측 시트에 앉은 
승객을 고정시킵니다.
프리텐셔너는 차량 바닥에 부착된 시트벨트 고정
앵커에 연결되어 시트벨트 리트랙터 안에 들어 있습
니다. 이들 시트벨트는 기존 시트벨트와 동일한 방식
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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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텐셔너가 작동할 때 상당히 큰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기는 유독하지 
않으며 화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 자극 및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호흡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프리텐셔너가 작동한 후 로드 리미터로 시트벨트에서 
벨트부를 풀어 (필요한 경우) 가슴에 가해지는 힘을 
줄입니다.

에어백 경고등 은 프리텐셔너 시스템의 기능
이상을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에어백 경고등”을 참조하십시오. 에어백 
경고등 작동으로 기능이상이 표시되면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매도할 경우 구매자에게 프리
텐셔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 사용자 
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WRS0885

1. SRS 에어백 경고 라벨(선바이저에 위치)

에어백 경고 라벨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의 경고 라벨은 그림과 같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경고

절대로 에어백이 전면에 설치된 좌석에 후향식 
어린이 보호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팽창되면,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JVR0243X

예시

이 라벨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 등

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에게는 뒷좌석이 안전합니다.
•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하십시오.
동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오직 뒷좌석
에만 후향식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에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장착할 경우 해당 제조
업체의 장착 지침을 항상 준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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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S0100

에어백 경고등
계기판에 로 표시되는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 
시스템, 프리텐셔너 및 관련된 모든 배선의 회로를 
모니터링합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에어백 경고등이 
약 7초간 켜졌다가 꺼집니다. 이는 시스템이 작동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경우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 및 프리
텐셔너 시스템의 정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에어백 경고등이 약 7초가 지난 후에 계속 켜져 

있는 경우
• 에어백 경고등이 간헐적으로 깜박거리는 경우
•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에어백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사고 발생 시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시스템, 무릎 
에어백 및/또는 프리텐셔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차량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수리 및 교체 절차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 및 프리텐셔너는 한 번만 작동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에어백이 
팽창한 이후에도 에어백 경고등은 계속 켜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이 시스템을 
수리 및/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 정비가 필요할 때는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 프리텐셔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 작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차량 내부 또는 후드 아래에서 작업
할 때, 점화스위치는 항상 LOCK 위치여야 합니다.

 경고

•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또는 
무릎 에어백이 팽창되면 에어백 모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작동한 프리텐셔너도 교체해야 합니다. 에어백 
모듈 및 프리텐셔너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에어백 모듈 및 프리텐셔너는 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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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이 손상된 경우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 
시스템 및 프리텐셔너 시스템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차량을 폐차해야 할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부적절한 폐기 절차는 부상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 방향으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승객 
감지 센서(OCS)를 점검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충격으로 
인해 팽창된 에어백이 없는 경우에도 OCS를 
점검해야 합니다. OCS의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에어백이 부적절하게 작동되어 
부상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
(SRS)(장착된 경우) 팝업 엔진 후드(장착된 경우)

보행자와의 정면 충돌 시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이 
보행자의 두부 충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정면 충돌 시 후드의 
뒷부분이 튀어 올라와 후드와 엔진룸 사이에 정해진 
간격을 확보하여 보행자의 충격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은 차량이 특정 속도로 주행할 
때 보행자 또는 물체와의 특정 정면 충돌 시 작동
합니다. 팝업 엔진 후드가 작동하는 속도는 각 모델
에 따라 다릅니다. 주행 시 팝업 엔진 후드는 차량 
하단이나 범퍼와 관련된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작동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충돌로 인해 범퍼 
손상이 없더라도 관련 충돌 상태가 특정 수준에 이를 
때 작동됩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만 팝업 엔진 후드
가 작동합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이 약 7초간 켜졌다가 꺼집
니다. 이는 팝업 엔진 후드가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 측면 충돌, 후방 추돌 또는 전복 충돌 사고 시에는 
팝업 엔진 후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앞 범퍼의 모서리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에는 팝업 엔진 후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후드 및 앞 범퍼를 포함하여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의 구성부품이나 배선을 무단으로 변경
하면 안 됩니다.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의 오작동
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 주변 작업 또는 관련 
작업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실시
해야 합니다.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의 배선을 
개조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에 인증되지 않은 전기 테스트 
장비 및 프로브 장치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팝업 엔진 후드가 갑작스럽게 작동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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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엔진 후드(장착된 경우)

1
•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이 작동한 후에는 후드 

열림 손잡이를 당기거나 후드를 누르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작동한 후엔 수동으로 닫히도록 설계
되지 않았으므로 후드에 손상이나 인체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팝업 엔진 후드가 작동
하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차량을 
폐차해야 할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올바른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 
폐기 절차는 해당 인피니티 정비 지침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폐기 절차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팝업 엔진 후드는 일단 작동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체하려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에 정면 충돌
이 발생했으나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이 작동
하지 않은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을 점검받아 필요시 교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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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1. 송풍구(221페이지)

2. Bluetooth 핸즈프리 폰 시스템* 
오디오 컨트롤 스티어링 휠 스위치* 
중앙 디스플레이 다기능 컨트롤 버튼*

3. 상향등/방향지시등 스위치(119페이지) 
패들 시프터(250페이지)

4. 운전석 에어백(57페이지) 
혼(120페이지)

5. 미터 및 게이지(84페이지) 
경고등 및 표시등(89페이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99페이지)

6.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112페이지) 
뒷유리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112페이지)

7. 자동 히터 및 에어컨 컨트롤(222페이지)

 운전석 온도 조절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1페이지) 
운전석 온열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2페이지)

8. 상부 및 하부 디스플레이*

LIC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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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 히터 및 에어컨 컨트롤(222페이지) 
동반석 온도 조절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1페이지) 
동반석 온열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122페이지) 
뒷유리 및 사이드 미러 서리제거기 스위치 
(115페이지)

10. 동반석 에어백(57페이지) 

11. 글로브 박스(128페이지)

12. 오디오 시스템 컨트롤*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57페이지)

13. 인피니티 컨트롤러*

14. 전원 콘센트(126페이지) 
컵 홀더(128페이지) 
보관함 트레이(128페이지)

15. 변속레버(250페이지)

16. 버튼식 점화스위치(245페이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256페이지) 
자동 브레이크 홀드 스위치(258페이지)

17. 비상등 스위치(362페이지)

18. 정속주행장치 스위치(장착된 경우) (282페이지)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스위치(장착된 
경우) (284페이지) 
컨트롤 패널 및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
(100페이지)

19. 스티어링 휠 기울기/높이 조절 컨트롤(장착된 
경우)(177페이지)

20. 후드 열림(168페이지)

21. 트립 리셋 스위치(84페이지) 
계기판 밝기 컨트롤(119페이지)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스위치(123페이지)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169페이지) 
전조등 스위치(116페이지) 
안개등 스위치(120페이지) 
후방 안개등 스위치(120페이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스위치(장착된 경우) 
(124페이지)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장착된 
경우) (124페이지)

*: 별도의 인피티니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작동 세부사항은 괄호 안에 표시된 페이지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84      

2

LIC4156

1.  타코미터

2. 경고등 및 표시등

3.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오도미터

 트윈 트립 오도미터

 변속기 위치 표시

4. 속도계

5. 연료 게이지

6. 엔진 냉각수 온도 게이지 

속도계 및 오도미터
차량에는 속도계 및 오도미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속도계는 계기판의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오도미터
는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터 및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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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계

속도계는 차량 속도를 표시합니다.

LIC4049

오도미터/트윈 트립 오도미터
오도미터 및 트윈 트립 오도미터 ①는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
니다.
오도미터는 차량을 주행한 총 거리를 표시합니다.
트윈 트립 오도미터는 매 주행 거리를 기록합니다.

디스플레이 변경
스티어링 컬럼 우측의 TRIP RESET 스위치 ②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변경됩니다.
트립 오도미터 리셋

트립  → 트립  → 오도미터 주행거리 → 
트립

트립 오도미터 리셋
TRIP RESET 스위치 ②를 1초 이상 누르면 현재 
표시된 트립 오도미터가 0으로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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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미터

타코미터는 분당 회전수(rpm)로 엔진 속도를 표시
합니다. 빨간색 부분(레드존, ①)까지 엔진을 회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의

엔진 속도가 빨간색 부분(레드존)에 접근하면 엔진 
속도를 줄이십시오. 엔진을 빨간색 부분(레드존)에서 
작동하면 심한 엔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IC4141

엔진 냉각수 온도 게이지
이 게이지는 엔진 냉각수 온도를 표시합니다. 게이지 
바늘이 그림에 표시된 부분 안에 있으면 엔진 냉각
수 온도는 정상 범위 ① 이내입니다.
엔진 냉각수 온도는 외부 온도와 주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게이지의 엔진 냉각수 온도가 정상 범위의 고온(H)에 
가까운 경우, 차량을 감속하여 온도를 내리십시오. 
게이지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최대한 안전하게 
차량을 정지시키십시오. 엔진이 과열된 상태로 차량
을 계속 주행하면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 섹션
의 “차량이 과열된 경우”를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
를 즉각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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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게이지
연료 게이지는 탱크의 대략적인 연료 레벨을 표시
합니다.
탱크 안에서 연료가 유동하기 때문에 제동, 회전, 
가속하거나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게이지가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이지 바늘은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두면 
0(Empty)으로 되돌아갑니다.
탱크 내의 연료량이 떨어지면 연료 경고등이 켜집
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의 연료 경고 표시가 연료 경고 
에 의해 표시된 대로 켜지면 연료 탱크를 보충

하십시오.

는 연료 주입구 도어가 차량 운전석 측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 차량의 연료가 떨어지면 기능이상  지시등
(MIL)이 켜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연료
를 보충하십시오. 여러 번 주행한 후에는  
표시등이 꺼집니다. 몇 차례 운전을 한 후에도 
이 지시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차량을 검사 받으
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기능이상 지시등
(MIL)”을 참조하십시오.

주행가능거리(DTE)
연료를 보충할 때까지 주행할 수 있는 예상 거리를 
표시합니다. 이 값은 최근 연비, 연료 탱크의 연료량 
및 실제 연료 소비량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계산
됩니다.

주행 패턴 또는 상태가 변하면 DTE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시된 값이 주행 가능한 실제 
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0 (Empty)에 도달하기 전 탱크의 
연료 레벨이 낮아질 때 DTE 디스플레이가 “---”로 
변하게 됩니다.
참고:
• 보충 후 DTE 값은 최근 연비 및 연료 보충량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 소량의 연료를 보충하거나 연료 보충 시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산정된 DTE 값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도심/고속도로 주행, 
공회전 시간, 원격 시동 시간, 지형, 계절별 날씨, 
추가된 차량 중량, 추가된 디플렉터, 루프 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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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압축 터보
엔진에는 “가변 압축 터보”라는 가변 압축비 시스템
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엔진 
압축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행 조건에 따라 시스템은 자동으로 최적의 압축비
를 적용하여 높은 출력과 높은 연비 효율을 실현합
니다.

이는 실제 게이지가 아니며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에서 선택 가능한 디스플레이 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를 참조
하십시오.
① 압축비 상태 디스플레이는 가변 압축 터보에 

의해 제어되는 압축비 상태를 표시합니다. 최저 
압축비(8:1) 및 최고 압축비(14:1)는 각각 
“Power” 및 “Eco”로 표시됩니다.

② 터보차저 부스트 압력 게이지는 터보차저 부스트 
압력을 표시합니다.

참고:
일부 상황에서는 압축비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시스템의 기능이상은 아닙니다.

주의

가변 압축 터보가 결함이면 기능이상 지시등(MIL)
이 켜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기능
이상 지시등(MIL)”을 참조하십시오.

가변 압축 터보

압축비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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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 상향등 표시등(파란색)

브레이크 경고등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 하향등 표시등

충전 경고등 시트벨트 경고등 및 차임 기능이상 지시등(MIL)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노란색) 에어백 경고등 후방 안개등 표시등

전동 변속 컨트롤 시스템 경고등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 보안 표시등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 경고등(장착된 경우)

ECO 주행 표시등(장착된 경우) 차폭등 및 전조등 표시등(녹색)

타이어 저압 경고등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슬립 표시등

마스터 경고등 전방 안개등 표시등(녹색) 방향지시등/비상등

오일 압력 경고등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OFF 표시등



90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

2

표시등 점검
도어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시트벨트를 맨 후 엔진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점화
스위치를 ON 위치에 둡니다. 다음 표시등(장착된 
경우)이 켜집니다.

, , , , 
다음 표시등(장착된 경우)이 잠깐 켜졌다가 꺼집

니다.

, , , , , ,
, , 

이러한 표시등 중 어느 하나라도 켜지지 않거나, 
사용자 설명서와 다르게 작동한다면 전구 단선 또는 
시스템 기능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속도계와 타코미터 사이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도 
여러 표시 및 경고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를 참조하십시오.

경고등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를 참조하십시오.

ABS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ABS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켜졌다가 꺼집니다. 이는 ABS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ABS 표시등이 켜지면, ABS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ABS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 잠김방지 기능이 꺼
집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일반 브레이크
처럼 작동은 하지만 잠김방지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
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브레이크 경고등

풋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 경고등
이 켜집니다.

브레이크액 경고등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이 경고등은 
브레이크액 부족을 경고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할 때 경고등이 
켜지면, 차량을 멈추고 다음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1. 브레이크액 레벨을 점검합니다. 필요에 따라 브레

이크액을 보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브레이크액”을 참조
하십시오.

2. 브레이크액 레벨이 정확하다면 경고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 경고등이 켜지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수리
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견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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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 정지한 상태 또는 브레이크액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정지 
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며 제동에는 더 많은 페달 
답력과 페달 이동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브레이크액 레벨이 브레이크액 탱크의 MINIMUM 
또는 MIN 표시 아래에 있으면 브레이크 시스템
을 점검하기 전까지는 주행하지 마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충전 경고등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이 표시등이 켜지면, 충전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끄고 발전기 벨트를 점검하
십시오. 벨트가 헐겁거나 파손되거나 빠진 경우 또는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라면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 전기 액세서리를 직접 배터리 단자에 접지하지 
마십시오. 가변 전압 컨트롤 시스템을 우회하게 
되어 차량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가변 전압 컨트롤 시스템”
을 참조하십시오.

• 발전기 벨트가 헐겁거나 파손되거나 빠진 경우 
계속 차량을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노란색)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에 맞게 작동합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참조하십시오.

전동 변속 컨트롤 시스템 경고등

이 경고등은 전동 변속 컨트롤 시스템 기능이상이 
발생할 때 켜집니다. 마스터 경고등이 켜지면 차임
이 울리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When parked 
apply parking brake(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작동)”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차임이 계속 울립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
(FEB) 시스템 경고등(장착된 경우)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이 경고등이 켜집
니다. 이 경고등은 엔진 시동이 걸리면 꺼집니다.
이 경고등은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OFF로 설정되어 있을 때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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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 이 
경고등이 켜지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
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시동 
및 주행” 섹션에 수록된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및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를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저압 경고등

이  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이 장착되어 있어 스페어 타이어를 제외한 
모든 타이어의 압력을 모니터링합니다.
타이어 저압 경고등은 낮은 타이어 공기압을 경고
하거나 TPMS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이 경고등이 약 1
초간 켜진 후 꺼집니다.
타이어 저압 경고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면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도 표시됩니다.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면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 
도어를 열 때 보이는 타이어 표식의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까지 네 타이어 
모두의 공기압을 조정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이 
조정되어도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자동으로 꺼지
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권장 공기압까지 팽창된 후 
25km/h(16mph) 이상의 차량 속도로 주행해야 
TPMS가 작동되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꺼지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를 사용하여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합니다.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는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및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TPMS 기능이상
TPMS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점화스위
치를 ON으로 놓으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약 1분간 
깜박거립니다. 1분 후, 경고등이 계속 켜진 상태가 
됩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
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져 TPMS 기능이상을 표시
하는 경우 “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나타

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과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타이어 공기압”을 참조하십
시오.

 경고

• 전파는 의료 전기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해당 의료 전기 장비 제조업체에 장애 발생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이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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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 이 경고등이 켜지면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차량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움직여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세우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이 낮은 상태로 주행할 경우 타이어가 영구히 
손상될 수 있어 타이어 펑크 가능성이 높아집
니다. 심각한 차량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체 부상 
이나 사망 사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 
의 공기압을 모두 점검하십시오. 운전석 도어를 
열 때 보이는 타이어 표식의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으로 조정하면 타이어 저압 경고 
등이 꺼집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한 후 주행 
중 이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타이어 펑크 
또는 TPMS 기능이상일 수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면 가능한 한 신속히 교체용 타이어로 
교체하십시오 펑크난 타이어가 없고 타이어 모두 
올바른 공기압으로 주입된 경우 차량을 점검받
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스페어 타이어와 같이 TPMS가 없는 휠을 교체
하면 TPMS가 작동하지 않으며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약 1분간 깜박이게 됩니다. 1분 후부터
는 경고등이 계속 켜집니다. 최대한 빨리 타이어
를 교체하거나 TPMS 시스템을 리셋하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인피니티가 본래 규정한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TPMS의 올바른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

• TPMS는 정기적인 타이어 공기압 점검 대용이 
아닙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25km/h(16MPH) 미만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
하는 경우 TPMS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네 휠 모두에 규정된 크기의 타이어를 정확하게 
장착해야 합니다.

마스터 경고등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다음(장착된 경우) 중 
하나라도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경우 
마스터 경고등이 켜집니다.
• 키 없음 경고
•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경고
• 연료 레벨 경고
• 와셔액 레벨 경고 
• 주차 브레이크 경고
• 도어/리프트게이트 열림 경고 
• 타이어 저압 경고 
• 타이어 펑크 경고
• 변속기 시스템 경고
• 전조등 경고
• 운전자 주의 지원 시스템 경고
• 변속 위치 경고
• 배터리 부족 경고
• 운송 모드 경고
• 오일 저압 경고
• 4륜구동(AWD) 시스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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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형 전방 조명 시스템(AFS) 경고
• 주행 지원 기능이상 경고 
• 섀시 컨트롤 시스템 경고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를 참조하십시오.

오일 압력 경고등

이 경고등은 낮은 엔진 오일 압력을 경고합니다. 정상 
주행 중 경고등이 깜박이거나 켜지면 도로의 안전
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바로 엔진 시동을 멈춘 후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나 다른 공식 정비업체에 
연락하십시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은 오일 레벨의 부족을 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딥스틱으로 오일 레벨을 점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엔진 오일”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엔진을 작동
시키면 거의 즉시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엔진 시동을 끄십
시오.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이 약 7초간 켜졌다가 꺼집니다. 즉,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이 약 7초 후 계속 켜
집니다.

•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이 간헐적으로 깜박
입니다.

• 팝업 엔진 후드 경고등이 전혀 켜지지 않습
니다.

점검 및/또는 수리하지 않을 경우 팝업 엔진 후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본 설명서 “안전 - 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섹션의 “팝업 엔진 
후드”를 참조하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

 경고

• 운전 중에 엔진이 작동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지면 
파워 스티어링 보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
니다. 그러면 스티어링 조작이 더 힘들어집니다.

• 엔진 작동 시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켜지면, 
파워 스티어링 보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
니다. 차량은 계속 제어할 수 있지만 스티어링 
조작이 더 힘들어집니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이면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
이 켜집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면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꺼집니다. 이는 전동 파워 스티어링이 작동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진 작동 중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전동 
파워 스티어링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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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작동 중에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켜지면 
스티어링 보조 기능이 작동 중단되지만 여전히 차량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저속 주행 시에는 스티어링 휠 조작에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
의 “파워 스티어링”을 참조하십시오.

시트벨트 경고등 및 차임

표시등과 차임은 시트벨트를 매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점화스위치를 ON 또는 START 위치에 놓을 
때마다 경고등이 켜진 후 운전석 시트벨트를 맬 때
까지 계속 켜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운전석 시트
벨트를 단단하게 맬 때까지 약 6초간 차임이 울립
니다.
동반석에 앉은 사람이 시트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동반석 시트벨트 경고등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린 후 7초 동안은 시스템이 
동반석 경고등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안전-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섹션의 
“시트벨트”를 참조하십시오.

에어백 경고등

점화스위치가 ON 또는 START 위치에 있을 때 
에어백 경고등이 약 7초간 켜졌다가 꺼집니다. 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경우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및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시스템의 정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에어백 경고등이 약 7초가 지난 후에도 계속 켜져 

있는 경우
• 에어백 경고등이 간헐적으로 깜박거리는 경우
• 에어백 경고등이 전혀 켜지지 않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에어백 
시스템) 및/또는 프리텐셔너는 점검 및 수리하지 않
을 경우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안전 - 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섹션의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를 참조
하십시오.

 경고

에어백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사고 발생 시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및/또는 프리
텐셔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표시등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

이 표시등은 자동 브레이크 홀드 시스템 상태를 표
시하기 위해 켜집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시스템이 대기 상태이면 이 
표시등이 흰색으로 켜집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시스템이 작동 중이면 이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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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자동 브레이크 홀드”를 참조하십시오.

ECO 주행 표시등(장착된 경우)

ECO 모드를 선택하면 액셀러레이터 페달 작동 
상태에 따라 ECO 운전 표시등이 켜지거나 깜박이
거나 계속 꺼지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경제적인 
운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ECO 모드”를 참조하십

시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이 표시등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켜집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두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
크 경고등이 켜집니다. 엔진 시동을 걸고 주차 브레
이크를 풀면 경고등이 꺼집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경우 전자식 주차 브레
이크 경고등이 계속 켜지게 됩니다. 주행 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 (노란
색)이 켜진 상태에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이 켜지거나 깜박이는 경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참조하십시오.

전방 안개등 표시등(녹색)

전방 안개등이 켜질 때 전방 안개등 표시등이 켜집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전방 및/또는 후방 
안개등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

동반석 시트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동반석 에어백 
작동표시등이 켜지고 동반석 에어백이 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안전 - 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섹션의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을 참조하십시오.

상향등 표시등(파란색)

이 파란색 표시등은 상향등이 켜지면 켜지고 하향등
을 선택하면 꺼집니다.
상향등 표시등은 추월 신호를 켤 때도 켜집니다.

하향등 표시등

점화스위치를  위치로 돌리면 이 표시등이 
켜집니다. 전조등이 켜지고 전방 차폭등, 후미등, 
번호판등 및 계기판등이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능이상 지시등(MIL)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이 지시등이 계속 켜지거나 
깜박이면 배출 컨트롤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
일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구 캡이 헐겁거나 빠져 있는 경우 또는 
차량의 연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MIL 표시가 계속 
켜질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구 캡이 잘 끼워져 닫혀 
있는지  점검하고  차량의  연료  탱크에  연료가 
11.4L(3갤런) 이상이 들어있는지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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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운전한 후에 다른 잠재적인 배출 컨트롤 
시스템 기능이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시등이 
꺼져야 합니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이 지시등
이 20초 동안 계속 켜진 후 10초간 깜박이는 경우 
차량이 배출 컨트롤 시스템 검사/정비 테스트 준비
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작동

기능이상 지시등(MIL)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켜집
니다.
• 기능이상 지시등(MIL) 계속 켜짐 - 배출 컨트롤 

시스템 기능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연료 주입구 
캡이 헐겁거나 빠져 있는 경우 캡을 조이거나 
끼운 후 차량을 계속 주행하면 됩니다. 몇 차례 
운전한 후  지시등이 꺼져야 합니다. 몇 
차례 운전한 후에도  지시등이 꺼지지 않
으면 차량을 검사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을 서비스센터까지 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능이상 지시등(MIL) 점멸 - 배출 컨트롤 시스
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엔진 실화가 감지되었습
니다. 배출 컨트롤 시스템 손상을 줄이거나 방지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차량 속도를 72km/h(45mph) 초과하지 않습
니다.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피합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주행을 피합니다.

 �가능한 경우 운반 또는 견인하는 화물의 양을 
줄입니다.

MIL이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을 서비스센터
까지 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필요에 따라 배출 컨트롤 시스템을 점검 및 수리
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저조한 주행성, 연비 
저하, 배출 컨트롤 시스템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방 안개등 표시등

후방 안개등이 켜지면 후방 안개등 표시등이 켜집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전방 및/또는 후방 
안개등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표시등

이 표시등은 점화스위치가 OFF 또는 LOCK 위치
에 있을 때 깜박입니다.

보안 표시등 점멸을 통해 차량 보안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보안 시스템”을 참조하
십시오.

차폭등 및 전조등 표시등(녹색)

차폭등 또는 전조등(주간 주행등 또는 시그니처 라
이트 제외)이 켜져 있을 때 차폭등 및 전조등 표시
등이 켜집니다. 전조등 스위치가 AUTO 위치일 때 
전조등이 켜지면 차폭등 및 전조등 표시등이 켜집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전조등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SLIP 표시등

VDC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때 SLIP 표시등이 
깜박이면 운전자에게 도로 상태가 미끄러워서 차량
이 접지력 한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
니다.
시스템 작동음이 느껴지거나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정상입니다.
이 표시등은 VDC 시스템을 통해 바퀴가 헛도는 
현상을 제어하는 작동이 멈춘 후 몇 초 동안 계속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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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등은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
에도 켜집니다. 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우 일정 시간 
경과되면 이 표시등이 꺼집니다.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방향지시등/비상등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작동하면 해당 방향의 표시등
이 깜박거립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켜지면 두 표시등 모두 깜박거립
니다.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OFF 표

시등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VDC가 꺼지면 이 표시등이 
켜집니다. 이는 VDC 시스템이 꺼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작동하거나 엔진 시동을 
다시 걸어 VDC를 다시 작동시킵니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시스템”을 참조
하십시오.

VDC 표시등은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
에도 켜집니다. 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표시등이 꺼집니다. 주행 중 이 표시등
이 계속 켜져 있거나  표시등과 함께 켜지면 
VDC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VDC는 진흙이나 눈에서 차량을 빼내지 않는 한 계
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VDC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차량 시동 또는 
가속 시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거나 시스템이 작동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정상입니다.

경고음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에는 마모 경고음이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브레
이크 페달을 밟거나 밟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고음의 긁는 소리가 납니다. 
경고음이 들리면 가능한 한 빨리 브레이크를 점검
해야 합니다.

키 경고 차임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거나 키를 차량 안에 
남겨두고 OFF 또는 LOCK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 도어를 열면 차임이 울립니다. 점화스위치
가 LOCK 위치인지 확인한 후 차량을 떠날 때 키를 
소지합니다.

조명 경고 차임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전조등 
또는 주차등이 켜져 있는 경우 운전석 도어가 열리면 
차임이 울립니다.
차량에서 나오기 전에 전조등 컨트롤 스위치를 
끕니다.

인텔리전트 키 도어 버저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작동이 확인되는 경우 인텔
리전트 키 도어 버저가 울립니다.
•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로 되돌리지 않고 

도어를 잠그는 경우
•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 안에 두고 도어를 잠그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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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작동 시 인텔리전트 키를 가지고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경우

• 도어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를 
잠그는 경우

버저가 울리면 차량과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을 모두 
점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주행 전 
점검 및 조정” 섹션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를 
참조하십시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LIC3224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는 속도계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표시합니다.
• 트립 컴퓨터 정보
• 주행 시스템 경고(장착된 경우)
• 정속주행장치 시스템 정보(장착된 경우)
•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장착된 경우) 

시스템 정보
• 인텔리전트 키 작동 정보
• 표시 및 경고
• 타이어 공기압 정보

• 오디오

• 연비

• 주행 지원
• 엔진 오일
• 섀시 컨트롤
• 기타 정보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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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944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사용 방법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및  버튼을 사용
하면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1.  및  —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메뉴 
항목 선택/입력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설정 및 기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작 화면
차량이 ON 위치에 있는 경우 차량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활성 시스템 상태
• 트립 컴퓨터
• 타이어 공기압 정보 
• 연비 
• 경고

• 오디오

• 엔진 오일
• 속도

•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 
• 가변 압축 터보 
• 섀시 컨트롤
• 주행 지원 기능
경고는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이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경고 및 표시”
를 참조하십시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항목을 제어하려면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트립 컴퓨터 리셋
1. 트림 컴퓨터 모드가 될 때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2. 1.5초 이상  버튼을 다시 눌러 평균 연료 
소비량, 평균 속도, 주행가능거리 및 주행 시간
을 리셋합니다.

오일 컨트롤 시스템
엔진 오일 정보는 오일 교환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
줍니다. 보증서 및 정기 점검ㆍ정비 지침서에 표시된 
오일 교환 주기를 초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표시

표시 시기 조치 필요

xxx마일에서 엔
진 오일 정비 서
비스 예정

1500km 
(940마일) 미만
의 잔여 오일 
수명

차량 점검 계획

엔진 오일 정비 
서비스 예정

0km(0마일)의 
잔여 오일 수명

2주 이내 또는 
800km 
(500마일) 미만
에서 차량 점검

오일 교환 주기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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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교환 주기까지 남은 거리는 주행 조건에 따라 
계산되며 오일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주의

오일 교체 표시가 나타나면 2주 이내나 800km 
(500마일) 미만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합니다.
품질이 저하된 오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일 컨트롤 시스템을 리셋하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1. 점화스위치 버튼을 ON 위치로 밉니다.

2. 스티어링 휠 우측의  및  트립 컴퓨터 
스위치를 밀어 디스플레이를 변경합니다.

3. “Engine Oil Service due in xxx km(xxxkm에서 
엔진 오일 정비 서비스 예정)” 디스플레이를 선택
합니다.

4.  또는  스위치를 1초 이상 누르고 있습
니다. 잔여 거리가 - - -km(마일)로 변경될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102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2



103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2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경고 및 표시
1. No Key Detected(키 없음 감지)
2. Key ID Incorrect(키 ID 부정확)
3. Key Battery Low(키 배터리 용량 적음)
4. Key Sys tem Er ro r: See Owner’s Manua l 

(키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5. Key Registration Complete(키 등록 완료)
6. Push brake and ignition button to start(브레이크 페달

을 밟고 점화스위치 버튼을 눌러 시동)
7. Push Ignition to OFF(점화스위치를 눌러 OFF)
8. Shift to Park(주차 위치로 이동)
9. Engine star t operat ion for Inte l l igent Key 

system(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을 위한 엔진 시동 작동)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경우)

10. Release Parking Brake(주차 브레이크 해제)
11. Low Fuel(연료 경고)
12. Transmission Shift Position indicator(변속기 변속 

위치 표시)
13. Low Washer Fluid(와셔액 경고)
14.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15. Currently not available(현재 이용 불가)
16. AWD Error: See Owner’s Manual (AWD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장착된 경우)
17. AWD High Temp. Stop Vehicle (AWD 고온. 차량 

정지) (장착된 경우)

18. Tyre Size Incorrect: See Owner’s Manual (타이어 
크기 부정확: 사용자 설명서 참조) (장착된 경우)

19. Door Open(도어 열림)
20. Chassis Control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 

(섀시 컨트롤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21. Power will turn off to save the battery(전원을 꺼 

배터리 절약)
22. Reminder: Turn OFF Headlights (경고: 전조등 끄기)
23. When parked apply parking brake(주차 시 주차 브레

이크 작동)
24. Predictive Forward Collision Warning (PFCW)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 표시) (장착된 경우)
25. Blind Spot Warning (BSW) (사각지대 경고(BSW)) 

표시(장착된 경우)
26. Malfunction(기능이상)
27. Intelligent Cruise Control (ICC)(인텔리전트 정속

주행장치(ICC)) 표시(장착된 경우)
28. Stop vehicle and Apply parking brake(차량 정지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 (장착된 경우)
29. INFINITI Drive Mode Selector(인피니티 구동 모드 

선택) 표시
30. Cruise control(정속주행장치) 표시
31. AFS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 (AFS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장착된 경우)
32. Flat Tyre — Visit dealer(타이어 펑크 -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33. Not Available: High Camera Temp (이용 불가: 높은 
카메라 온도) (장착된 경우)

34. Unavailable: Side Radar Obstruction (사용 불가: 측면 
레이더 차단) (장착된 경우)

35. Unavailable: High Accelerator Tempera- ture (사용 불가: 
높은 액셀러레이터 페달 온도) (장착된 경우)

36.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 (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장착된 경우)

37. System OFF(시스템 꺼짐) (장착된 경우)
38. Shipping Mode On, Push Storage Fuse(ES 퓨즈 관련 

경고)
39. CVT Error: See Owner’s Manual (CVT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40. Headlight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 (전조등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41. Distance Control Assist (DCA) ON(차간거리제어 시스템 

ON) 표시(장착된 경우)
42. Shift system malfunction. Visit dealer (변속 시스템 기능

이상.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43. Check position of shift lever(변속레버 위치 점검)
44. Shift to P range(P 범위로 변속)
45. Press Brake Pedal(브레이크 페달 밟음) (장착된 경우)
46. Power turned off to save the battery(전원을 꺼 배터리 

절약)
47. Not Available: Poor Road Conditions (이용 불가: 불량한 

도로 상태)(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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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 Detected(키 없음 감지)
이 경고는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 외부에 두는 경우 표시됩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주행 전 점검 및 조정” 섹션
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Key ID Incorrect(키 ID 부정확)
이 경고는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두어 시스템
이 인텔리전트 키를 인식하지 않을 때 표시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키로는 엔진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주행 전 점검 및 조정” 섹션
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Key Battery Low(키 배터리 용량 적음)
이 표시는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가 방전될 때 켜집
니다.
이 표시가 켜지면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
의 “배터리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Key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 (키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누르면 이 표시등이 일정 
시간 동안 켜졌다가 꺼집니다.
키 시스템 오류 메시지는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관련 
기능이상을 경고합니다. 엔진 정지 시 표시등이 
켜지면 엔진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엔진 작동 중에는 이 표시등이 켜져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Key Registration Complete(키 등록 완료)
이 표시는 차량에 새 인텔리전트 키를 등록했을 때 
나타납니다.
Push brake and ignition button to start(브레
이크 페달을 밟고 점화스위치 버튼을 눌러 시동)
이 표시는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 있을 때 나타
납니다.
이 표시는 원격 엔진 시동(장착된 경우) 기능을 사용
하여 차량 시동을 걸 때에도 나타납니다.
이 표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누르면 엔진 시동이 걸리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점화스위치의 어떤 위치에서도 엔진 시동
을 걸 수 있습니다.

Push Ignition to OFF(점화스위치를 눌러 OFF)
“Push Ignition to OFF(점화스위치를 눌러 OFF)” 
경고가 켜진 후 변속 레버를 P(주차) 위치로 옮겼을 
때 점화스위치를 ACC 위치에 놓으면 경고가 켜집
니다.
누름 경고를 끄려면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은 
후 LOCK 위치에 놓습니다.
Shift to Park(주차 위치로 이동)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 이외의 다른 위치일 때 도어
를 열면 이 경고가 나타납니다.
이 경고가 켜지면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로 옮깁
니다.
Engine start operation for Intelligent Key 
system(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을 위한 엔진 시동 
작동)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경우)
이 표시는 인텔리전트 키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와 인텔리전트 시스템 및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신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 표시가 나타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인텔리전트 키를 점화스위치에 접촉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방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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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Parking Brake(주차 브레이크 해제)
이 경고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차량을 주행했을 
때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의 메시지 영역에 켜집니다.
Low Fuel(연료 경고)
이 경고는 연료 탱크의 연료량이 낮아질 때 켜집

니다. 가급적 빨리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게이지가 
0(Empty)이 되기 전에 주유하도록 합니다. 연료 
게이지 바늘이 0(Empty) 위치가 되었을 때 탱크에 
소량의 예비연료가 남아있게 됩니다.
Transmission Shift Position indicator(변속기 
변속 위치 표시)
이 표시는 변속기의 변속 위치를 표시합니다.
Low Washer Fluid(와셔액 경고)
이 경고는 앞유리 와셔액 레벨이 낮을 때 켜집니다. 
필요에 따라 앞유리 와셔액을 보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앞유리 
와셔액”을 참조하십시오.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이 경고는 미터의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낮은 
타이어 공기압이 감지될 때 나타납니다. 이 경고는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계속 켜진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 
경고가 나타나면 차량을 멈추고 네 타이어 모두의 
공기압을 타이어 표식의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으로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타이어 저압 경고등” 및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을 참조하십시오.
Currently not available(현재 이용 불가)
이 메시지는 VDC 시스템이 꺼질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차간거리제어(DCA)” 및 “차량주행 안전제어

(VDC)”를 참조하십시오.
AWD Error: See Owner’s Manual (AWD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장착된 경우)
이 경고는 엔진 작동 중 AWD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AWD High Temp. Stop Vehicle (AWD 고온. 차량 
정지) (장착된 경우)
이 경고는 차량 견인 상황에서 오일 온도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2륜 구동

(2WD)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나타
나면 즉시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멈추고 공회전 
상태로 두십시오. 그런 후 경고가 꺼지면 계속 주행
하십시오. 
Tyre Size Incorrect: See Owner’s Manual 
(타이어 크기 부정확. 사용자 설명서 참조) (장착된 
경우)
이 경고는 앞뒤 휠의 직경 간 차이가 클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공회전 상태
로 두십시오. 모든 타이어의 크기가 동일한지, 타이어
의 공기압은 정확한지, 그리고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Door Open(도어 열림)
이 경고는 도어가 열려 있을 때 켜집니다.
Chassis Control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 (섀시 컨트롤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이 경고는 내장된 다이내믹스-컨트롤 모듈이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또는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를 감지하는 경우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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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섀시 컨트롤”
을 참조하십시오.
Power will turn off to save the battery(전원을 
꺼 배터리 절약)
이 경고는 변속 레버를 P(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때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의 메시지 영역에 표시됩니다.
Reminder: Turn OFF Headlights (경고: 전조등 
끄기)
이 경고는 하차 시 전조등을 ON 위치에 그대로 두었을 
때 나타납니다. 전조등 스위치를 OFF 또는 AUTO 
위치에 놓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전조등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When parked apply parking brake(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작동)
이 메시지는 10km/h(6mph) 미만의 속도에서 전동 
변속 컨트롤 시스템 기능이상을 발생할 때 나타납
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Predictive Forward Collision Warning (PFCW)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 표시) (장착된 경우)
이 표시는 PFCW 시스템이 작동될 때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시동 및 주행” 섹션에 
수록된 “차간거리제어(DCA)”,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및 “전방 충돌 예측 경고

(PFCW)”를 참조하십시오.
Blind Spot Warning (BSW) (사각지대 경고(BSW)) 
표시(장착된 경우)
이 표시는 BSW 시스템이 작동될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사각지대 경고(BSW)”를 참조하십시오.
Malfunction(기능이상)
이 경고는 다음 시스템(장착된 경우) 중 하나 이상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 후진 충돌 개입(BCI) 
• 사각지대경고(BSW) 
• 차간거리제어(DCA)
•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

다음 경고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Intelligent Cruise Control (ICC)(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표시(장착된 경우)
이 표시는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시스템 
상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를 참조하십시오.
Stop vehicle and Apply parking brake(차량 
정지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배터리 충전량이 적을 때 나타날 수 있습
니다.
최대한 빨리 차량을 주차하십시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INFINITI Drive Mode Selector(인피니티 구동 
모드 선택) 표시
이 표시는 차량의 현재 구동 모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인피
니티 구동 모드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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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control(정속주행장치) 표시
이 표시는 정속주행장치 시스템 상태를 표시합니다.
정속주행장치가 작동되면 녹색 원이 켜져 설정되었
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는 
정속주행장치 설정 속도도 표시됩니다. 설정 속도 
이상으로 가속하는 경우 정속주행장치를 취소하거나 
설정 속도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속도가 깜박입니다. 
정속주행장치가 켜진 상태에서 취소되면 속도가 표시
되어 RESUME(재개) 버튼 작동 시 차량 복귀 속도
를 표시하게 됩니다.
AFS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 (AFS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적응형 전방 조명 시스템(AFS)에 오류
가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적응형 전방 조명 시스템
(AFS)을 참조하십시오.
Flat Tyre — Visit dealer(타이어 펑크 - 공식 서비스
센터 방문)
이 경고는 주행 중 미터의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하나 이상의 타이어 펑크가 감지될 때 나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타이어 펑크”와 “정비 및 자가 정비” 섹션의 
“타이어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Not Available: High Camera Temp (이용 불가: 
높은 카메라 온도)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카메라가 40°C (104°F)보다 높은 실내 
온도를 감지할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차간거리제어

(DCA)”를 참조하십시오.
Unavailable: Side Radar Obstruction (사용 
불가: 측면 레이더 차단)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레이더 차단이 감지된 관계로 후진 충돌 
개입(BCI) 또는 사각지대 경고(BSW)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해질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후진 충돌 개입(BCI)” 또는 
“사각지대 경고(BSW)”를 참조하십시오.
Unavailable: High Accelerator Temperature 
(사용 불가: 높은 액셀러레이터 페달 온도)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40°C(104°F)보다 높은 실내 온도로 
인해 후진 충돌 개입(BCI) 시스템 또는 차간거리제어
(DCA)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해질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후진 
충돌 개입(BCI)” 또는 “차간거리제어(DCA)”를 참조
하십시오.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 (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전방 레이더가 차단된 관계로 인텔리
전트 정속주행장치(ICC), 차간거리제어(DCA),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 또는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 시스템이 사용 불가
능해질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시동 및 주행” 섹션에 수록된 “인텔리전트 정속주
행장치(ICC)”, “차간거리제어(DCA)”,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및 “전방 충돌 예측 경고
(PFCW)”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OFF(시스템 꺼짐)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하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후진 충돌 개입
(BCI) 시스템을 끌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후진 충돌 개입
(BCI)”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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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Mode On, Push Storage Fuse(ES 
퓨즈 관련 경고)
이 경고는 ES(Extended Storage)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나타나면 
ES 스위치를 눌러 경고를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ES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CVT Error: See Owner’s Manual (CVT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이 경고는 CVT 시스템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켜
집니다. 이 경고가 켜지면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Headlight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 
(전조등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이 경고는 시스템 관련 오류가 존재할 때 켜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전조등 스위치”를 참조
하십시오.
Distance Control Assist (DCA) ON(차간거리
제어(DCA) ON) 표시(장착된 경우)
이 표시는 DCA 시스템이 작동될 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 또는 “차간
거리제어(DCA)”를 참조하십시오.

Shift system malfunction. Visit dealer (변속 
시스템 기능이상.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이 메시지는 10km/h(6mph) 이상의 속도에서 전동 
변속 컨트롤 시스템 기능이상이 발생할 때 나타납
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Check position of shift lever(변속레버 위치 점검)
이 메시지는 전동 변속 장치 기능이상이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Shift to P range(P 범위로 변속)
이 메시지는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 이외의 다른 
위치일 때 운전석 도어를 열면 나타납니다.
이 경고가 켜지면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로 옮깁
니다.

Press Brake Pedal(브레이크 페달 밟음)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

니다.
•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풀려고 합니다.
• 가파른 언덕에 차량이 멈춰 있으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도 차량이 뒤쪽으로 밀릴 가능성
이 있습니다.

•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참조하십시오.
Power turned off to save the battery(전원을 꺼 
배터리 절약)
이 메시지는 점화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진 후 나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버튼식 점화스위치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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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vailable Poor Road Conditions(사용 불가 
불량한 도로 상태) (장착된 경우)
이 메시지는 차간거리제어(DCA) 시스템 및 인텔
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시스템이 작동될 때 나타
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DCA 시스템 또는 ICC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차량주행 안전제어(VDC)가 작동할 때
• 휠 슬립이 발생할 때
일부 상황에서는 위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VDC가 작동하고 휠 슬립이 발생함).

보안 시스템

LIC0661

차량에는 다음 두 가지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 차량 보안 시스템

•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차량 보안 시스템
차량 보안 시스템은 시스템 무장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어, 리프트게이트 또는 후드를 열었을 때 시각적인 
알람 신호와 알람 신호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차량이 움직이거나 진동이 발생할 때 작동
되는 모션 감지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도난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도난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며, 모든 상황에서 차량 
내부 또는 외부 부품의 도난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주차하더라도 반드시 차량을 잠그십시오. 차 
안에 인텔리전트 키를 남겨두지 말고, 차량을 두고 
다른 용무를 볼 때는 반드시 차량을 잠그십시오. 
되도록 주변 상황에 유의하고 안전하고 조명이 
충분한 곳에 주차하십시오.
자동차 용품점과 전문점에는 부품 잠금 장치, 식별 
마커, 추적 시스템 등 추가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이러한 장비들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다양한 도난 방지 기능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하십시오.

차량 보안 시스템 작동 방법
1. 모든 윈도우와 문루프(장착된 경우)를 닫습니다. 

시스템은 윈도우와 문루프가 열려 있더라도 작동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량에서 인텔리전트 키를 빼냅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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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어, 후드, 리프트게이트를 모두 닫습니다. 
도어를 모두 잠급니다. 도어는 인텔리전트 키, 
도어 핸들 스위치 또는 파워 도어 잠금 스위치
로 잠글 수 있습니다.

 키포브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4.  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등이 잠시 깜박여 시스템이 작동 준비 상태
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 상태
가 되면  표시등이 3초마다 깜박입니다.

작동 준비 상태일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 비상키로 아무 도어나 잠금 해제하는 경우
•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채 해제 버튼으로 도어

를 여는 경우
• 인텔리전트 키의 잠금 해제 버튼으로 도어를 

잠금 해제하는 경우
•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은 경우

• 운전자나 승객이 차량에 탑승 중이더라도 모든 
도어, 후드, 리프트게이트가 잠긴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으면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차량 보안 시스템 작동
차량 보안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알람을 작동합니다.
• 방향지시등이 깜박이고 혼이 간헐적으로 울립

니다.
• 알람은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나 차량을 다시 무단으로 접촉하는 경우 
알람이 다시 작동합니다. 알람은 키로 운전석 
도어 또는 리프트게이트를 잠금 해제하거나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눌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 (도어 내부 잠금 스위치를 해제하여 도어를 잠금 

해제하는 경우에도) 키 또는 인텔리전트 키 없이 
도어 또는 리프트게이트를 연 경우

작동한 알람을 끄는 방법
알람을 끄려면 운전석 도어 또는 리프트게이트를 
잠금 해제하거나,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누르거나, 도어 핸들 작동 범위 이내에서 인텔리전트 
키로 운전석 또는 동반석 도어의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은 등록된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동
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등록된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로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예를 들어, 다른 인피니티 이
모빌라이저 시스템 키,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또는 
키 링의 자동 지불 장치 때문에 간섭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다시 엔진 시동을 겁니다.
1. 점화스위치를 약 5초간 ON 위치에 둡니다.

2. 점화스위치를 OFF 또는 LOCK 위치에 놓고 
약 10초간 기다립니다.

3.  1 및 2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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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섭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장치를 등록된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와 떨어뜨린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다시 겁니다.

시동되지 않는 상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인피니티
는 다른 장치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등록된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를 별도의 키 링에 꽂을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준수를 책임지는 당사자가 명백히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개조는 장비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
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LIC0474

보안 표시등
보안 표시등은 점화스위치가 OFF 또는 LOCK 
위치에 있으면 항상 깜박입니다.
이 기능은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이 작동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기능이상인 경우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여도 이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정비 서비스를 의뢰하십시오. 소지하고 있는 
등록된 모든 키를 가져오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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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작동
 경고

결빙 온도에서는 앞유리에서 와셔액이 얼어 시야를 
가리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셔액을 
분사하기 전에 서리제거기를 사용하여 앞유리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 와셔를 30초 이상 계속 작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가 비어 있을 때 와셔를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매우 강한 농축 앞유리 

와셔액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메틸 알코올 기반의 농축 앞유리 와셔액
을 보충할 때 흘릴 경우 그릴에 영구적인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와셔액을 붓기 전에 농축 
와셔액을 제조업체 권장 레벨에 따라 미리 물과 
혼합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를 사용하여 
농축 앞유리 와셔액과 물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NOTE:
앞유리 와이퍼가 눈 또는 얼음에 걸리는 경우 모터 
보호를 위해 작동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와이퍼 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리고 와이퍼 암 또는 
주변에 쌓인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합니다. 약 1분 
이내에 스위치를 다시 켜 와이퍼를 작동시킵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앞유리 와이퍼 및 
와셔가 작동합니다.
레버를 아래로 밀어 다음 속도로 와이퍼를 작동합
니다.
① 간헐 작동(INT) — Ⓐ (저속) 또는 Ⓑ (고속) 

방향으로 노브를 돌리면 간헐 작동 상태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속도에 따라 간헐 작동 
속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속도가 
높으면 간헐 작동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레인 센싱 기능(장착된 경우)을 통해서도 간헐 
작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 시스템”을 참조
하십시오.

② 낮음 - 연속 저속 작동 

③ 높음 - 연속 고속 작동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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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를 위로 ④ 밀면 와이퍼가 한 번(MIST) 작동합
니다.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⑤ 당기면 와셔가 작동합니다. 
와이퍼도 여러 번 작동합니다.
참고:
차속 연동 와이퍼 기능이 작동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IC3817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 시스템
주의

• 와이퍼 스위치가 AUTO 위치이고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레인 센서 또는 그 주변을 만지지 
마십시오. 와이퍼가 갑자기 작동하여 부상을 
입거나 와이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는 비가 내릴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위치를 AUTO 위치에 그대로 
둘 경우 먼지, 지문, 유막 또는 벌레가 센서 또는 
주변에 달라붙으면 와이퍼가 갑자기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배기가스 또는 습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에도 와이퍼가 작동할 수 있습
니다.

• 앞유리가 발수 코팅이 되어 있으면 강우량이 
적더라도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의 속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자동 세차기를 사용할 때는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 시스템을 꺼야 합니다.

• 비가 오더라도 빗방울이 레인 센서에 닿지 않으면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
할 수 있도록 순정품 인피니티 와이퍼 블레이드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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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 시스템은 앞유리 윗부분에 
위치한 레인 센서를 사용하여 강우량과 차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와이퍼를 켜고 와이퍼 속도를 조절
합니다.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 시스템을 설정하려면 레버
를 AUTO 위치 ①에 놓습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와이퍼가 한 번 작동합니다.
레인 센서의 감도는 노브를 앞쪽 ②(높음) 또는 뒤쪽 
③(낮음)으로  돌려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높음 — 고감도 작동

 � 낮음 — 저감도 작동

레인 센싱 자동 와이퍼 시스템을 끄려면 레버를 
OFF 위치나 LO 또는 HI 위치로 돌립니다.
레인 센싱 기능이 작동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IC2662

후방 스위치 작동
 경고

결빙 온도에서는 뒷유리에서 와셔액이 얼어 시야를 
가리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뒷유리에 
와셔액을 분사하기 전에 서리제거기를 사용하여 
뒷유리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 와셔를 30초 이상 계속 작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가 비어 있을 때 와셔를 작동

시키면 안 됩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매우 강한 농축 앞유리 

와셔액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메틸 알코올 기반의 농축 앞유리 와셔
액을 보충할 때 흘릴 경우 그릴에 영구적인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 와셔액을 붓기 전에 농축 
앞유리 와셔액을 제조업체 권장 레벨에 따라 
미리 물과 혼합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로 
농축 앞유리 와셔액과 물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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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와이퍼가 눈 등으로 인해 걸리는 경우 모터 보호를 
위해 작동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와이퍼 
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리고 와이퍼 암 또는 주변에 
쌓인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합니다. 약 1분 후에 스위치
를 다시 켜 와이퍼를 작동시킵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뒷유리 와이퍼 및 와셔가 
작동합니다. 와이퍼를 작동하려면 스위치를 OFF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① 간헐 - 간헐적 작동(조정 불가)

② 낮음 - 연속 저속 작동

스위치를 앞쪽으로 ③ 밀어서 와셔를 작동합니다. 
와이퍼도 여러 번 작동합니다.

뒷유리 서리제거기 및 사이드 
미러 서리제거기 스위치

LIC3816

뒷유리에 서린 김을 제거하려면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고 뒷유리 서리제거기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뒷유리 서리제거기 표시등이 켜집니다. 이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서리제거기가 꺼집니다.
뒷유리 서리제거기는 약 15분 후에 자동으로 꺼집
니다.
사이드 미러에 서린 김을 제거하려면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고 사이드 미러 서리제거기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사이드 미러 서리제거기 표시등이 켜집
니다. 이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서리제거기가 꺼집
니다.

주의

뒷유리 안쪽을 청소할 때는 뒷유리 서리제거기에 
흠집이 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참고:
뒷유리 위쪽과 아래쪽에는 여러 선이 있는데 이는 
뒷유리 서리제거기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은 오디오 시스템의 안테나를 구성합니다.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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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818

전조등 컨트롤 스위치
점등장치

① 스위치를  위치로 돌리면 전방 주차등, 
후미등, 번호판등, 계기판등이 켜집니다.

② 스위치를  위치로 돌리면 전조등이 켜지며 
다른 모든 조명 장치는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주의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엔진 작동 시 전조등
을 사용하십시오.

LIC3819

자동 조명 시스템
자동 조명 시스템은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
도록 합니다. 자동 조명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두워지면 전조등, 전방 주차등, 후미등, 번호등, 

계기판등을 자동으로 켭니다.
• 밝아지면 주간 주행등 이외 모든 조명 장치를 

끕니다.
•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고 모든 도어를 

닫은 후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조명 장치를 계속 
켭니다.

참고:
자동 조명 작동 감도와 자동 조명 소등 지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조명 시스템을 켜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전조등 스위치를 AUTO 위치 ①로 돌립니다.

2.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3. 자동 조명 시스템은 자동으로 전조등을 켜고 
끕니다.

처음에는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두고 도어를 
연 후 그대로 두면 일정 시간 동안 전조등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다른 도어
를 열면 타이머가 리셋됩니다.

자동 조명 시스템을 끄려면 스위치를 OFF,  
또는  위치로 돌립니다.

전조등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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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2237

계기판의 상단면 ①에 위치한 자동 조명 센서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자동 조명 센서가 자동 
조명 장치를 제어합니다. 가려져 있으면 어두워졌을 
때와 같이 자동 조명 센서가 반응하여 전조등이 켜집
니다. 엔진 시동을 끄고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주차했을 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LIC3820

전조등 상향등.하향등 선택
① 상향등 기능을 선택하려면 레버를 앞으로 밉니다. 

상향등이 켜지고  표시등이 켜집니다.
② 레버를 뒤로 당겨 하향등을 선택합니다.

③ 레버를 당겼다가 놓으면 전조등 상향등이 깜박
입니다.

배터리 세이버 시스템
점화스위치가 자동 ACC 또는 ON 위치에 그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배터리 
세이버 시스템이 점화장치를 자동으로 끕니다.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고 도어가 닫혀 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터리 세이버 시스템이 다음 
조명 장치를 자동으로 끕니다.

• 전조등 - 전조등 스위치가  또는  위치
인 경우

• 실내 조명 장치 - ON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경우
주의

배터리 세이버 기능으로 일정 시간 경과 후 전조등
이 자동으로 꺼지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차량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조등 스위치
를 OFF 위치로 돌려야 합니다.

적응형 전방 조명 시스템(AFS)(장착된 경우)
적응형 전방 조명 시스템(AFS)은 자동으로 전조등 
(하향등)을 회전 방향으로 조정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해 줍니다. 전조등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운전자
가 스티어링 휠을 돌려 방향을 전환하면 AFS 시스템
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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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가 작동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조등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
• 변속레버가 “P”(주차) 또는 “R”(후진) 이외의 

다른 위치인 경우
• 차량을 25km/h(16mp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여 

좌측 전조등이 켜진 경우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우측 하향 전조등만 회전
하고 좌측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차량 속도가 
25km/h(16mph) 이상이어야 AFS가 좌측 전조등
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AFS는 차량의 승객 수, 적재량 및 도로 상태에 따라
서도 올바른 축으로 전조등을 자동 조정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누른 후에 AFS OFF 
표시등이 깜박이면 AF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을 나타냅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엔진 시동이 걸리면 시스템 상태 점검을 위해 
전조등이 진동합니다. 이는 기능 이상이 아닙니다.

자동 전조등 정렬 컨트롤(장착된 경우)
차량에는 자동 전조등 레벨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조등 축은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인피니티는 전조등 사용에 대한 해당 지역의 규정
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가(Follow me home) 조명
귀가(Follow me home) 기능을 사용하면 점화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후에도 차량 조명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 폴대를 한 번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약 30초간 전조등이 작동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조등 폴대를 최대 
4번 당기면 최대 2분까지 조명 기간을 늘릴 수 있습
니다. 
참고: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귀가(Follow me 
home) 기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ED 주간 주행등(DRL) 시스템
전조등의 LED 부분은 엔진 시동이 걸리고 주차 브레 
이크가 풀릴 때 100% 강도에서 자동으로 켜집니다. 
LED 주간 주행등(DRL) 시스템은 전조등 스위치
가 OFF 위치일 때 작동합니다. 전조등 스위치를 

 위치로 돌려 최대 밝기로 설정하면 LED 조명 
장치가 LED DRL 시스템에서 주차 기능으로 전환
됩니다.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면 
LED DRL 시스템이 켜지지 않습니다. LED DRL 
시스템은 주차 브레이크를 풀면 켜집니다. LED 
DRL 시스템은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을 때
까지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실내 컨트롤 및 스위치 조명은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계속 꺼져 있으므로 해질 무렵에는 전조등 
스위치를 켜야 실내 컨트롤 및 스위치 조명을 켤 수 
있습니다.

 경고

LED DRL 시스템이 작동하면 차량의 후미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질 무렵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자신과 타인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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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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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822

계기판 밝기 컨트롤
“+” 버튼 Ⓐ을 누르면 계기판 패널등의 밝기가 증가
됩니다.

“-” 버튼 Ⓑ을 누르면 계기판 패널등의 밝기가 감소
됩니다.

LIC3823

방향지시등 스위치 
방향지시등

① 레버를 위나 아래로 움직여 회전 방향을 표시합
니다. 회전이 완료되면 방향지시등은 자동 취소
됩니다.

차선 변경
② 차선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레버를 위 또는 아래로 가볍게 밉니다. 
차선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레버를 그대로 유지
합니다.

방향지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레버를 
위 또는 아래로 가볍게 민 후 놓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자동으로 3번 깜박입니다.
도로 및 교통 상황을 토대로 적절한 차선 변경 통보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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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953

전방 및 후방 안개등 스위치
전방 안개등을 켜려면 전조등 스위치를  위치로 
돌린 후 전방 안개등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전조등 스위치가 AUTO 위치에 있을 때 전방 안개등
을 켜려면 전조등을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 
전방 안개등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전방 안개등을 끄려면 전방 안개등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후방 안개등을 켜려면 전조등 스위치를  위치
로 돌린 후 후방 안개등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전조등 스위치가 AUTO 위치에 있을 때 후방 안개등
을 켜려면 전조등을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 
후방 안개등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후방 안개등을 끄려면 후방 안개등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전조등이 켜져 있고 하향등이 선택되어 있어야만 
안개등이 작동합니다. 상향 전조등을 선택하면 
안개등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혼전조등 스위치

LIC3174

혼을 울리려면 스티어링 휠의 혼 아이콘 주변을 누릅
니다.

 경고

혼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런트 에어백 시스템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심한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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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905

 경고

운전자 또는 승객이 시트 온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시트에 닿는 신체 부위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온도 조절 시트를 사용하
거나 승객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경우 
온도 조절 시트를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온도 조절 시트를 작동
시키면 배터리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 시트에 앉은 사람이 없을 때는 물론 온도 조절 
시트를 장시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 시트에 이불, 쿠션, 시트 커버 등 단열재 역할을 
하는 물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트가 과열
될 수 있습니다.

• 시트에 단단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놓거나 핀 
같은 물체로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온도 
조절 시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시트에 흘린 액체는 마른 천으로 즉시 닦아내
야 합니다.

• 온도 조절 시트에는 에어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
니다. 에어 필터 없이 온도 조절 시트를 작동
시키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시트를 청소할 때 휘발유, 벤진, 시너 등의 물질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온도 조절 시트가 작동
하지 않는 경우 스위치를 끄고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온도 조절 시트는 시트 표면 아래에서부터 시원한 
공기를 송풍시켜 앞좌석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온도 
조절 스위치는 센터 콘솔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도 조절 시트는 다음과 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2. 온도 조절 시트 스위치를 눌러 시트를 시원하게 
합니다. 해당 스위치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3. 다시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만큼의 공기량을 조
절합니다. 온도 조절 시트 블로워는 스위치를 
눌러 켠 후 약 60초 동안 저속으로 유지됩니다.

4. 차내가 따뜻하거나 시원할 때 또는 차량을 떠나기 
전에는 온도 조절 시트를 꺼야 합니다. 온도 조절 
시트를 끄려면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때까지 
스위치를 누릅니다.

온도 조절 시트의 에어 필터 점검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 조절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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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LIC3906

 경고

운전자 또는 승객이 고온의 시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시트에 닿는 신체 부위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시트 히터를 사용하거나 
승객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경우 시트 
히터를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시트 히터를 작동
시키면 배터리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 시트에 앉은 사람이 없을 때는 물론 장시간 시트 
히터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 시트에 이불, 쿠션, 시트 커버 등 단열재 역할
을 하는 물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트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 시트에 단단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놓거나 핀 
같은 물체로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히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온열 시트에 흘린 액체는 마른 천으로 즉시 닦아
내야 합니다.

• 시트를 청소할 때 휘발유, 벤진, 시너 등의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온열 시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스위치를 끄고 시스템을 점검받으십
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앞좌석은 내장 히터로 따뜻해집니다. 스위치는 센터 
콘솔에 위치해 있으며 서로와는 무관하게 작동 가능
합니다.
1.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2. 온열 시트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온열 범위를 
선택합니다.

• 고온의 경우 스위치를 한 번 누릅니다.

• 중온의 경우 스위치를 두 번 누릅니다.

• 저온의 경우 스위치를 세 번 누릅니다.

• 히터가 켜져 있으면 표시등이 켜집니다.

3. 히터를 끄려면 온열 시트 스위치를 다시 한 번 
누릅니다. 표시등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히터는 자동으로 히터를 켜고 끄는 컨트롤 모듈로 
제어됩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 표시등도 계속 켜집
니다.
시트가 따뜻할 때나 차량을 떠나기 전에는 스위치
를 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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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시트 스위치(장착된 경우)

참고:
온열 시트는 하부 디스플레이에서도 조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모니터, 온도 조절, 오디오, 
전화 및 음성 인식 시스템” 섹션의 “히터 및 에어컨
(자동)”을 참조하십시오.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스위치

LIC3989

 경고

• 전방 소나 시스템은 편리한 장치이나 올바른 
주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후방 소나 시스템은 편리한 장치이나 올바른 
후진 조작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후진
하기 전에는 항상 고개를 돌려 후진하기에 안전
한지 점검하십시오. 항상 천천히 후진하십시오.

전방 소나 시스템: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이고 변속레버가 전진 

기어 위치일 때 작동합니다.
• 센서가 앞 범퍼의 1.0m(3ft) 이내에서 장애물을 

감지할 때 신호음이 울립니다.
후방 소나 시스템: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이고 변속레버가 R(후진) 

위치일 때 작동합니다.
• 센서가 뒤 범퍼의 1.5m(4.9ft) 이내에서 장애물

을 감지할 때 신호음이 울립니다.
전방 및 후방 소나 스위치를 눌러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작동 시 
스위치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시스템이 작동 중지됩니다. 표시등이 꺼집니다.
다음 번에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리셋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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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828

 경고

이 스위치가 작동되면 다음 시스템(장착된 경우)이 
꺼져 작동하지 않습니다.
• 차간거리제어(DCA)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는 하부 디스 
플레이의 설정 메뉴를 통해 작동된 후 시스템(차간 
거리제어(DCA))(장착된 경우)을 켜거나 끌 때 
사용됩니다.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를 끄면 스위치
의 표시가 꺼집니다.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작동 중지시키면 
표시도 꺼집니다.
DCA 시스템은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에 따라 
제동을 걸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여 운전자 
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차간거리제어

(DCA)”를 참조하십시오.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장착된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장착된 경우)

LIC4147

 경고

• 표시된 이미지의 밝기 및 위치를 올바르게 조정
하지 않으면 앞유리를 통해 보이는 전방 시야에 
지장을 주어 사고가 발생하므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장기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차량, 보행자 또는 물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므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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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업 디스플레이(HUD)(장착된 경우) 

2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는 다음 기능(장착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 속도 표시 

② 주행 지원 기능

참고:
• 프로젝터 또는 근처에 어떤 유형의 액체도 두지 

마십시오. 장비 기능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터의 내부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장비 

기능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터 글라스 흠집을 방지하려면 프로젝터 

구멍 또는 근처에 날카로운 물체를 두지 마십
시오.

• HUD 디스플레이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물체도 
계기판에 두지 마십시오.

LIC3829

HUD 사용 방법
HUD 시스템을 켜려면 HUD 스위치를 누릅니다. 
HUD를 끄려면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HUD 시스템이 꺼지면 차량 시동을 다시 걸어도 계속 
꺼진 상태가 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디스플레이 밝기 및 위치
• 디스플레이 기울기

• 디스플레이 내용 켜기 또는 끄기 켜거나 끌 수 
있는 항목(장착된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행 지원 기능 

참고:
HUD 시스템이 꺼지더라도 비상 정보는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HUD는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③를 표시합니다.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디스플레이는 다음 시스템에 
대한 경고 상황을 표시합니다.
• 보행자 감지 시스템 내장 FEB
• PF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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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831

계기판

12V 콘센트
전원 콘센트는 휴대폰 등 전기 액세서리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 정격은 12V, 120W 
(10A)입니다.
계기판, 뒷좌석 콘솔 및 화물칸 전원 콘센트는 점화
스위치가 자동 ACC 또는 ON 위치일 때에만 전원이 
공급됩니다.

전원 콘센트

LIC3832

뒷좌석 콘솔

LIC3833

화물칸

주의

• 사용 중이나 사용 직후에는 전원 콘센트와 플러그
가 뜨겁습니다.

• 특정 전원 콘센트만이 시가 라이터 유닛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전원 콘센트도 
액세서리 라이터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 전력 사양이 12V, 120W(10A) 이상인 액세서리
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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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어댑터 또는 하나 이상의 전기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엔진 작동 시 
전원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에어컨, 전조등 또는 뒷유리 서리제거기가 켜져 
있는 경우 전원 콘센트 사용을 삼가십시오.

• 플러그를 꽂거나 빼기 전에 해당 전기장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플러그는 끝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접촉이 불량
하면 플러그가 과열되거나 내부 온도 퓨즈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캡을 닫아 두십시오. 콘센트
에 물이나 다른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
시오.

전원 콘센트 ES 스위치

LIC3359 LIC3266

OFF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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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268

ON 위치
ES 스위치는 차량을 운송할 때 사용되며 운전석 측 
계기판의 퓨즈 패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림과 같이 ES 스위치가 제 위치
에 끝까지 눌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S 스위치를 검사하려면 점화스위치 및 전조등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트림 손상 방지를 
위해 천과 함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퓨즈 박스 
커버 Ⓐ를 분리합니다.

보관 및 수납

LIC3834

앞 도어 포켓

LIC1328

시트 등받이 포켓
시트 등받이 포켓은 운전석 및/또는 동반석 뒤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포켓에는 지도를 보관할 수 있습
니다.

 경고

동반석 인피니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장착된 
경우)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
합니다.
•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이 시트 등받이 포켓 

또는 헤드레스트를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하십
시오.

ES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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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g(9.1lbs)이 넘는 무거운 짐을 시트 등받이, 
헤드레스트 또는 시트 등받이 포켓에 넣지 마십
시오.

LIC3835

앞좌석 콘솔

보관함 트레이
 경고

사고나 급정지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트레이에 
날카로운 물건을 놓지 마십시오.
앞좌석 콘솔 보관함 트레이에는 분리 가능한 고무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LIC2214

뒷좌석 암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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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902

글로브 박스
손잡이를 당겨 글로브 박스를 엽니다. 글로브 박스 
잠금 ① 또는 잠금 해제 ② 시에는 마스터 키를 사용
합니다.

 경고

사고 또는 급정지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주행 중에는 
글로브 박스 뚜껑을 닫아 두십시오.

LIC3836

콘솔 박스
콘솔 박스를 열려면 래치를 아래로 누릅니다. 래치가 
해제됩니다.
닫으려면 잠길 때까지 뚜껑을 누르십시오.

LIC3837

오버헤드 선글라스 보관함
선글라스 홀더를 열려면 ①을 눌렀다가 놓습니다.
홀더에는 선글라스 한 개만 보관하십시오.

 경고

주행 중에는 선글라스 홀더를 닫아 두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방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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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선글라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
니다.

•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에 주차할 때 선글라스 
홀더에 선글라스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열로 
인해 선글라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앞좌석 콘솔

LIC3838

컵 홀더
앞좌석 콘솔 컵 홀더에는 분리 가능한 고무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LIC2212

 경고

• 뒷좌석 암레스트에 있는 컵 홀더를 사용 중에는 
2열 시트 등받이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음료수가 
넘치게 되며 음료수가 뜨거우면 승객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컵 홀더를 사용할 때는 급출발과 급제동을 
피하여 컵의 내용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액체가 뜨거울 경우 운전자나 승객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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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컵 홀더에는 부드러운 컵만 사용하십시오. 딱딱한 
컵을 사용하면 사고 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LIC3839

보틀 홀더 - 앞좌석

주의

• 급제동 또는 사고 시 튕겨 나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체에 이 보틀 홀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열어놓은 액체 용기는 보틀 홀더에 두지 마십
시오.

보틀 홀더 - 뒷좌석

LIC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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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2244

화물칸 보관함
바닥 보관 부분에 접근하려면 손잡이 ①를 위로 당겨 
화물칸 보드를 올립니다.

LTI2331

화물 고리
사이드 피니셔에 위치한 화물 고리로 물건을 고정할 
때는 고리 하나당 29 N(6.5lbs) 이상의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바닥에 위치한 화물 고리에 가해지는 하중은 고리 
하나당 490 N(110lbs) 미만이어야 합니다.
화물 고리는 로프나 다른 종류의 고정줄로 화물을 
고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 모든 화물을 로프나 고정줄로 적절하게 고정시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트 
등받이보다 높게 화물을 두면 안 됩니다. 급정지 
또는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화물로 인해 부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화물을 고정하는 데 적합한 로프와 고리를 사용
하십시오.

• 절대로 승객이 화물칸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십
시오. 차내 화물칸에 탑승하는 일은 매우 위험
합니다. 충돌 시 이 공간에 탑승한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
습니다.

• 차량에서 시트 및 시트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아무도 탑승시키면 안 됩니다.

• 어린이용 보조시트 상단 테더 스트랩이 화물칸
의 물건에 닿아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화물칸에 
싣는 모든 물건은 고정하십시오. 상단 테더 
스트랩이 손상될 경우 충돌 시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모든 승객들이 시트에 앉아서 시트벨트
를 올바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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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943

코트 후크
2열의 측면 필러에 위치한 코트 후크는 코트나 다른 
의복을 보관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

최대 총 하중은 코트 후크 하나당 3.3kg(7.3lbs)입
니다.

LIC2386

루프 랙
루프 사이드 레일에 직접적으로 하중을 가하지 마십
시오. 크로스바를 장착해야 차량 루프에 필요한 짐, 
화물 또는 장비를 싣을 수 있습니다. 순정품 인피니티 
액세서리 크로스바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루프  사이드  레일의  사용  하중  용량은  74k g 
(165lbs)이나 크로스 바 하중 용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차량 총 중량(GVWR) 또는 전/후 적차 시 하중 분포
(GAWR)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GVWR 및 GAWR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의 “차량 

하중 정보” 또는 “치수 및 중량” 표
• F.M.V.S.S. 또는 C.V.M.S.S. 인증 라벨(운전석 

도어 필러에 위치) (장착된 경우)

 경고

• 항상 루프 사이드 레일에 크로스바를 장착한 
후 화물을 적재합니다. 루프 사이드 레일 또는 
차량의 루프에 직접 화물을 적재하면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적재량 가까이 화물을 적재한 경우, 특히 
화물의 상당 부분을 크로스 바에 적재한 때에는 
차량을 극히 조심스럽게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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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바에 높은 하중이 걸려 있으면 급작스
럽거나 비정상적인 핸들링 조작 시 차량 안정성 
및 핸들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루프 랙 크로스바에는 중량이 균일하게 분산되
어야 합니다.

• 최대 루프 랙 크로스바 하중을 초과하면 안 됩
니다.

• 모든 화물을 로프나 고정줄로 적절하게 고정시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급
정지 또는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화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물 커버
 경고

• 차량 주차 또는 이동 중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화물 커버에 물체를 놓지 마십시오. 화물 커버에 
놓인 물체는 사고 또는 급정지 시 부상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화물 커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화물 커버를 홀더에서 분리한 채 두지 
마십시오.

• 모든 화물을 로프나 고정줄로 적절하게 고정
시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트 등받이보다 높게 화물을 두면 안 됩니다. 
급정지 또는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화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화물을 올바르게 고정하여 상단 테더 스트랩이 
상단 테더 고정앵커에 연결되었을 때 상단 테더 
스트랩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상단 테더 스트랩에 닿을 
경우, 충돌 시 화물에 의해 상단 테더 스트랩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상단 테더 스트랩이 상단 
테더 앵커에 부착되었을 때 화물 커버가 상단 
테더 스트랩에 닿을 경우 차량에서 화물 커버
를 분리하거나 장착 위치 아래의 화물칸 바닥 
위에 보관합니다. 화물 커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충돌 시 화물 커버에 의해 상단 테더 스트랩
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유아용 보조시트 상단 
테더 스트랩이 손상될 경우 충돌 시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LIC3971

화물 커버는 화물칸 안의 내용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가려줍니다.
화물 커버를 닫으려면 홈 ①에서 커버를 분리하여 
집어 넣습니다.
화물 커버를 열려면 홈 ①까지 커버를 늘려 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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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SIC4352

1. 운전석 자동 스위치

2. 동반석 자동 스위치

3. 뒷좌석 좌측 자동 스위치

4. 뒷좌석 우측 자동 스위치

5. 윈도우 잠금 버튼

운전석 파워 윈도우 스위치
운전석 컨트롤 패널에는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앞좌석 및 뒷좌석 윈도우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윈도우 위치가 될 때까지 스위치 Ⓐ를 살짝 
누르면 윈도우를 부분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 윈도우
를 부분적으로만 닫으려면 원하는 윈도우 위치가 
될 때까지 스위치 Ⓑ를 위로 당깁니다.

동반석 윈도우 잠금
윈도우 잠금 버튼 Ⓒ을 누르면 운전석 윈도우만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윈도우 잠금 
기능이 취소됩니다.

파워 윈도우
 경고

• 창문을 닫기 전과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모든 
승객의 손이 차량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윈도우 잠금 스위치로 파워 윈도우가 예상치 
못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윈도우에 끼거나 도어가 의도치 않게 잠기는 
경우와 같이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
시오. 또한 더운 날씨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 및 애완동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파워 윈도우는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둔 경우 
또는 OFF 위치에 둔 후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이 동안에 운전석 또는 동반석 도어가 열린 경우 
윈도우로 전원 공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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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4353

동반석 파워 윈도우 스위치
동반석 윈도우 스위치는 해당 동반석 윈도우에 대해
서만 작동합니다. 윈도우를 부분적으로만 열려면, 
원하는 윈도우 위치가 될 때까지 스위치를 살짝 
아래로 누릅니다. 윈도우를 부분적으로만 닫으려면 
원하는 윈도우 위치가 될 때까지 스위치를 위로 당깁
니다.

LIC0410

뒷좌석 파워 윈도우 스위치
뒷좌석 파워 윈도우 스위치는 해당 윈도우만을 
열거나 닫습니다. 윈도우를 부분적으로만 열려면, 
원하는 윈도우 위치가 될 때까지 스위치를 살짝 
아래로 누릅니다 . 윈도우를 부분적으로만 닫으려면 
원하는 윈도우 위치가 될 때까지 스위치를 위로 살짝 
당깁니다.

LIC0410

자동 작동
자동 작동 기능이 내장된 윈도우를 완전히 열려면 
두 번째 멈춤 위치까지 윈도우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이때 계속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윈도우가 
자동으로 끝까지 열립니다. 윈도우가 열리는 중에 
멈추려면 스위치를 위로 올립니다.
자동 작동 기능이 내장된 윈도우를 완전히 닫으려면 
두 번째 멈춤 위치까지 윈도우 스위치를 위로 당겼
다가 놓습니다. 이때 계속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윈도우가 닫히는 중에 멈추려면 스위치를 아래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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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리버스 기능
오토 리버스 기능은 윈도우를 자동 작동으로 닫을 
때 작동합니다.
환경이나 주행 조건에 따라 윈도우에 물체가 걸린 
것처럼 하중이나 충격이 가해져서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바로 닫히기 직전의 작은 간극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윈도우를 닫기 전에 모든 승객의 손 등이 차량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 배터리를 분리, 교체했거나, 점프 시동한 경우, 
파워 윈도우 오토 리버스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를 방문하여 파워 윈도우 오토 리버스 시스템을 다시 
초기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윈도우가 닫힐 때 컨트롤 유닛이 자동 작동 기능이 
장착된 윈도우에 걸린 물체를 감지하면 윈도우가 
즉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윈도우 문루프(장착된 경우)

LIC3912

파워 문루프
앞 문루프는 전동 문루프이나 뒤 문루프는 고정식 
글라스입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만 파워 
문루프가 작동합니다. 문루프는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에도 일정 시간 동안 작동 가능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운전석 도어 또는 동반석 도어가 열린 
경우, 문루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취소됩니다.

문루프 슬라이드
문루프 슬라이드:
• 문루프를 끝까지 열려면 두 번째 멈춤 위치까지 

열림 방향으로 스위치 ①를 누릅니다. 스위치 
①를 첫 번째 멈춤 위치까지 누르면 선쉐이드만 
열립니다.

• 문루프를 끝까지 닫으려면 두 번째 멈춤 위치까지 
닫힘 방향으로 스위치 ②를 누릅니다. 스위치 
②를 첫 번째 멈춤 위치까지 누르면 문루프가 
닫히나 선쉐이드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 작동 중 문루프를 멈추려면 원하는 위치까지 
①, ② 또는 ③ 스위치를 누릅니다.

문루프 틸트
위로 기울이려면 문루프 스위치 ③를 누릅니다. 문
루프를 아래로 기울이려면 첫 번째 멈춤 위치까지 
스위치 ③ 또는 스위치 ②를 누릅니다. 두 번째 멈춤 
위치까지 스위치 ②를 누르면 문루프가 아래로 기울어
지고 선쉐이드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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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루프 스위치 리셋
선루프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
를 실시하여 문루프 작동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1. 문루프와 선쉐이드가 열려 있으면 문루프 스위치

의 닫힘 ② 위치까지 반복해서 눌러 끝까지 닫습
니다.

2. 첫 번째 멈춤 위치에서 닫힘 위치 ②까지 문루프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3. 10초간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문루프 및 선
쉐이드가 닫힘 위치로 약간 움직인 후 뒤로 약간 
움직입니다.

4. 문루프 및 선쉐이드가 자동으로 끝까지 열렸다가 
끝까지 닫힙니다.

5. 스위치를 놓습니다. 문루프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위의 절차를 실시한 후에도 문루프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으면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
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오토 리버스 기능(문루프를 닫거나 아래로 
기울일 경우)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인 경우 또는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인 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 작동을 통해 
문루프 및 선쉐이드가 닫히거나 아래로 기울어지는 
경우 오토 리버스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주행 조건에 따라, 문루프에 물체가 걸린 
것처럼 하중이나 충격이 가해져서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바로 닫히기 직전의 작은 간극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문루프를 닫기 전에 모든 승객의 손 등이 차량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닫을 때
앞쪽으로 움직일 때 컨트롤 유닛이 문루프 및 선쉐
이드에 걸린 물체를 감지하면 문루프 및 선쉐이드가 
즉시 뒤로 열립니다.

아래로 기울일 때
아래로 기울어질 때 컨트롤 유닛이 문루프에 걸린 
물체를 감지하면 문루프가 즉시 위로 기울어집니다.

 경고

• 사고 시 열린 문루프를 통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시트벨트와 어린이용 
보조시트를 사용하십시오.

• 차량 이동 중이나 문루프가 닫힐 때 서 있거나 
문루프의 열린 부분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내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 열기 전에 문루프에서 물방울, 눈, 얼음 또는 
모래를 제거하십시오.

• 문루프나 그 주변에 무거운 물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파노라믹 선쉐이드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파노라믹 선쉐이드가 
작동합니다. 선쉐이드를 열거나 닫을 때에는 스위치
를 계속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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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쉐이드 열기:
• 선쉐이드를 끝까지 열려면 첫 번째 멈춤 위치

까지 OPEN(열림) 위치까지 스위치 ①를 누릅
니다.

• 선쉐이드 및 문루프를 함께 열려면 첫 번째 멈춤 
위치까지 OPEN(열림) 위치 방향으로 스위치 
①를 밉니다.

선쉐이드 닫기:
• 선쉐이드를 끝까지 닫으려면 두 번째 멈춤 위치

까지 CLOSE(닫힘) 위치 방향으로 스위치 ②를 
밉니다. 문루프가 열려 있으면 문루프 및 선쉐
이드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 문루프가 열려 있을 때 첫 번째 멈춤 위치까지 
CLOSE(닫힘) 위치 방향으로 스위치 ②를 밀면 
문루프만 닫힙니다. 선쉐이드는 계속 열리게 됩
니다.

작동 중 선쉐이드를 멈추려면 원하는 위치에서 ①, 
② 또는 ③ 스위치를 누릅니다.

 경고

•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 손가락, 머리 등의 
신체 일부를 선쉐이드 암, 암 레일, 선쉐이드 
입구 포트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선쉐이드 시스템 근처에 어린이가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선쉐이드 또는 근처에는 아무런 물건도 두지 
마십시오. 오작동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선쉐이드를 당기거나 밀지 마십시오. 오작동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선쉐이드 입구 포트 위에는 물건(신문, 손수건 
등)을 놓지 마십시오. 선쉐이드 작동 시 이러한 
물건들이 선쉐이드에 엉켜 오작동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쉐이드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손 등으로 선
쉐이드 암을 밀지 마십시오. 선쉐이드 오작동 
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쉐이드 입구 포트에는 어떤 물건도 넣지 마
십시오. 선쉐이드 오작동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암 레일에는 어떤 물건도 걸지 마십시오. 선쉐
이드 오작동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쉐이드를 강제로 당기지 마십시오. 선쉐이드
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쉐이드 오작동 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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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조명 장치

LIC3841

실내 조명 장치가 자동으로 켜진 후 일정 시간 계속 
켜지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도어가 닫혀있고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인텔리전트 키, 키 또는 도어 핸들 스위치로 
도어를 잠금 해제하는 경우

• 도어 및/또는 리프트게이트를 여는 경우 
• 스위치를 개별적으로 누른 경우
ON 스위치 ①를 누르면 실내 조명 장치가 켜집니다.
DOOR/OFF 스위치 ②를 누를 때 개별적으로 누르지 
않는 한 실내 조명 장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참고:
발밑 공간등과 바닥등은 실내 조명 장치 스위치 위치
와는 상관 없이 운전석 및 동반석 도어를 열었을 때 
켜집니다. 이러한 조명 장치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도어가 열려있을 때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주의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LIC3842

독서등

독서등을 켜려면 스위치를 누릅니다. 끄려면 스위치
를 다시 누릅니다.

주의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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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3907

뒷좌석 독서등

개인등 
뒷좌석 개인등을 켜려면 스위치를 누릅니다. 끄려면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화물칸 실내등
리프트게이트가 열리면 화물칸 실내등이 켜집니다. 
리프트게이트를 닫으면 화물칸 실내등이 꺼집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가 아닌 한 리프트게이트가 
열려 있으면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화물칸 실내등이 
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실외 및 실내 조명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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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LPD2774

1. 인텔리전트 키(2세트)

2. 비상키

3. 키 넘버 플레이트(플레이트 1개)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인텔리전트 키가 있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이 키는 해당 차량의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및 인피
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컴포넌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차 안에 키를 두고 내리지 마십시오.
차량 한 대에 최대 4개의 인텔리전트 키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키를 등록해야 차량의 인텔
리전트 키 시스템 및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새 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텔리
전트 키 컴포넌트에 저장된 메모리가 전부 삭제되
므로 본인의 인텔리전트 키를 모두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달해야 합니다.
키와 함께 키 넘버 플레이트가 제공됩니다. 키 번호를 
기록하고 차량 실내가 아닌 안전한 장소(예: 지갑)
에 보관하십시오. 키를 분실한 경우 키 번호를 사용 
하여 복사 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인피니티는 키 번호

를 기록해두지 않으므로 키 넘버 플레이트를 잘 관리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키 번호는 모든 키를 분실하여 복사할 원본 키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키를 여전히 소지
하고 있는 경우 키 번호를 몰라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운전할 때는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해야 합니다. 
인텔리전트 키는 내장 트랜스미터가 있는 정밀 
장치입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인텔리전트 키는 방수성이지만 젖으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젖으면 즉시 
닦고 완전히 말립니다.

 �키를 구부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마십시오.

 �외부 온도가 -10°C(14°F) 미만인 경우 인텔리
전트 키 배터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온도가 60°C(140°F)보다 
높은 곳에 장시간 두지 마십시오.

 �인텔리전트 키를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마십
시오.

 �자석 키 홀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나 PC와 같은 전자 제품 근처에 
인텔리전트 키를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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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리전트 키에 물이나 소금물이 닿지 못
하도록 하고, 키를 세탁기에 넣고 옷과 함께 
세탁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차량에서 
해당 인텔리전트 키의 ID 코드를 삭제하는 것이 좋
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텔리전트 키를 무단으로 사용
하여 차량을 작동시키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SPA1951

비상키

인텔리전트 키에는 비상키가 들어 있습니다.
비상키를 분리하려면 인텔리전트 키 뒷면의 잠금 
노브를 풉니다.
비상키를 끼우려면 잠금 노브가 잠금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인텔리전트 키에 단단히 삽입합니다.
운전석 도어 및 글로브 박스에 키 실린더가 장착된 
경우 비상키를 사용하여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주의

항상 비상키를 인텔리전트 키 슬롯에 끼워 휴대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도어” 및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보관 및 수납”을 참조하십시오.

대리 주차
주차 관리원에게 키를 맡겨야 하는 경우 인텔리전
트 키 자체를 맡기고 비상키는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소지품을 보호합니다.
대리 주차 시 글로브 박스 열림 방지를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합니다.
1. 인텔리전트 키에서 비상키를 분리합니다.

2. 비상키로 글로브 박스를 잠급니다.

3. 대리 주차 시 인텔리전트 키를 건네주되 비상키
는 사용자 자신이 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보관 및 수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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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
차량의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구성부품에 
등록된 인텔리전트 키로만 차량을 주행할 수 있습
니다.
비상키는 모든 잠금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차 안에 키를 두고 내리지 마십시오. 
추가 또는 교체 키:
키를 가지고 있다면 키 번호가 없어도 추가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 번호
를 몰라도 기존의 키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최대 4개의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는 모든 인피니티 이모빌라
이저 시스템 키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 
프로세스를 거치면 이전에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키 코드의 메모리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등록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러한 구성
요소는 등록 시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에 
코드가 입력된 키만 인식합니다.

등록 시 서비스센터에 제공하지 않은 키는 더 이상 
차량 시동을 걸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전기식 트랜스폰더가 내장된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키에 물이나 바닷물이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도어를 잠그면 내부 또는 외부 
도어 핸들로는 도어를 열 수 없습니다. 도어가 잠금 
해제되어야 열 수 있습니다.

 경고

• 접근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어
를 열기 전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 윈도우에 끼거나 도어가 의도치 않게 잠기는 
경우와 같이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또한 더운 날씨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
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이나 애완동물
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
니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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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2750

운전석 측

키로 잠금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면 그림과 같이 키를 
돌립니다.

수동

도어 및 리프트게이트를 잠그려면 차량 앞쪽으로 
① 키를 돌립니다.
운전석 도어를 잠금 해제하려면 차량 뒤쪽으로 ③ 
키를 돌린 후 중립 위치 ②로 되돌립니다.

모든 도어 및 리프트게이트를 잠금 해제하려면 
운전석 도어를 잠금 해제한 후 60초 안에 차량 뒤쪽
으로 다시 ③ 키를 돌립니다.

LPD2714

내부 잠금

내부 잠금 노브(A형)로 잠금(장착된 
경우)
키 없이 도어를 잠그려면 내부 잠금 노브를 잠금 위치 
①로 옮긴 후 도어를 닫습니다.
키 없이 도어를 잠금 해제하려면 내부 잠금 노브를 
잠금 해제 위치 ②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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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2713

내부 잠금

내부 잠금 노브(B형)로 잠금(장착된 
경우)
키 없이 도어를 잠그려면 내부 잠금 노브를 잠금 위치 
①로 옮긴 후 도어를 닫습니다.
키 없이 도어를 잠금 해제하려면 내부 잠금 노브를 
잠금 해제 위치 ②로 옮깁니다.
앞 도어의 경우 내부 핸들 레버를 한 번 ③ 당겨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SPA2727

파워 도어 잠금 스위치로 잠금
키 없이 모든 도어를 잠그려면 도어락 스위치(운전석 
또는 동반석 측)를 잠금 위치 ①로 누릅니다 . 이런 
방식으로 도어를 잠글 때에는 키를 차 안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키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도어를 잠금 해제하려면 
도어락 스위치(운전석 또는 동반석 측)를 잠금 해제 
위치 ②로 누릅니다.

잠김 방지 기능
파워 도어락 스위치를 잠금 위치로 옮기고 도어를 
하나라도 열면 모든 도어가 잠깁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 안에 둔 상태에서 도어를 하나라도 열면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며 도어가 닫힌 
후 차임이 울립니다.
이러한 기능은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 안에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잠기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자동 도어락(장착된 경우)
• 차량 속도가 10km/h(6mph)에 도달하면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 P(주차) 위치이거나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으면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참고:
자동 도어락 해제 기능은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
레이의 “Vehicle Settings(차량 설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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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잠금장치(장착된 경우)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차에 
탄 경우 뒷좌석 도어가 우발적으로 열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 레버는 뒷좌석 도어의 가장
자리에 위치합니다.
레버가 LOCK 위치에 있으면 오직 외부에서만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경고

• 전파는 의료 전기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해당 의료 전기 장비 제조업체에 장애 발생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인텔리전트 키가 전파를 송신합
니다. FAA는 이러한 전파가 항공기 내비게이션 
및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권고
합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인텔리전트 키를 작동
하지 마십시오.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키 유닛
을 보관할 경우 잘못해서 버튼이 작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차량을 떠나기 전에 P(주차) 위치로 설정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는지 점검
하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는지 확인
합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은 운전석 
도어가 잠긴 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켜집니다.

• 차량 주차, 승하차 또는 화물 적재 시에는 P(주차) 
위치로 설정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이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굴러 심한 인체 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을 통해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거나 키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꺼내지 않고 
도어 핸들 스위치를 눌러 모든 도어락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 환경 및/또는 조건이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주의

• 차량을 운행할 때엔 항상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
하십시오.

• 하차 시엔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 안에 두고 떠나
면 절대 안 됩니다.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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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키는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항상 차량
과 통신합니다.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은 약한 전파를 
송신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동 조건에서는 환경 
조건이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의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TV 송신탑, 발전소 및 방송국 등 강한 전파가 

송출되는 위치 근처에서 작동할 경우
• 휴대폰, 트랜시버 및 CB 무선기 등 무선 장치를 

소지한 경우
• 인텔리전트 키가 금속 물체에 닿거나 덮여 있는 

경우

• 근처에서 무선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경우
• 인텔리전트 키가 PC 등의 전기 장치 가까이에 

있는 경우
• 차량을 주차요금징수기 근처에 주차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인텔리전트 키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상키를 사용하십
시오.

작동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배터리 수명은 대략적
으로 2년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신품으로 교체
합니다.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용량이 낮으면 차량 정보 디스
플레이에 “Key Battery Low(키 배터리 용량 낮음)” 
표시가 켜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경고 및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인텔리전트 키는 계속해서 전파를 수신하므로 키가 
TV, PC 등 강한 전파를 전송하는 장치 근처에 있을 
경우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배터리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인텔리전트 키가 손상될 수 있는 조건 또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구성부품이 내장된 인텔리전트 키에 물이나 

소금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인텔리전트 키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 인텔리전트 키로 다른 물체를 세게 치지 마십

시오.
• 인텔리전트 키를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젖을 경우 인텔리전트 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젖으면 즉시 닦고 완전히 말립
니다.

• 인텔리전트 키를 온도가 60°C(140°F) 이상인 
장소에 장시간 두지 마십시오.

• 자석이 들어 있는 키 홀더에 인텔리전트 키를 
끼우지 마십시오.

• TV, 오디오 장비 및 PC 등 자기장을 생성하는 
장치 근처에 인텔리전트 키를 두면 안 됩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차량에서 
해당 인텔리전트 키의 ID 코드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
니다. 그렇게 하면 인텔리전트 키를 무단으로 사용
하여 차량을 작동시키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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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2054

작동 범위
인텔리전트 키가 핸들 스위치 또는 원터치 언록 센서 
①로부터 지정된 작동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인텔리
전트 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작동 장소 
주변에 강력한 전파가 존재할 때 인텔리전트 키의 
작동 범위는 더 좁아지고 인텔리전트 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동 범위는 각 핸들 스위치 또는 원터치 언록 센서 
①로부터 80cm(31.5인치) 이내입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창유리, 핸들 또는 뒤 범퍼와 너무 
가까우면 핸들 스위치 또는 원터치 언록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 도어 중 하나라도 최근에 닫혀 잠긴 경우 2초 
기다려야 원터치 언록 센서로 도어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어를 잠근 후 2초 안에 핸들을 당기면 
원터치 언록 센서를 사용하여 실수로 도어를 잠금 
해제하지 않아도 도어가 잠겨 있는지 확인할 시간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도어 핸들을 당기는 경우 원터치 
언록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작동 범위 내에 있으면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도어 핸들 스위치 
또는 원터치 언록 센서를 눌러 해당 범위 안에서 
도어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154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3

LPD2716

도어 잠금/잠금 해제 관련 주의사항
• 그림과 같이 인텔리전트 키를 손에 쥔 상태에서는 

도어 핸들 스위치를 누르지 마십시오. 도어 핸들
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이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인식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도어 핸들 스위치를 사용하여 도어를 잠근 후 2초 
안에 핸들을 움직여 도어가 확실하게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도어 핸들 스위치를 사용하여 
도어를 잠근 후 2초 이상 도어 핸들을 잡고 있으면 
도어가 잠금 해제됩니다.

•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 안에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키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도어를 잠그십시오.

•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도어 핸들 스위치 또는 
원터치 언록 센서를 사용하여 도어 열기/닫기)을 
작동 해제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2초 안에 도어를 잠근 후엔 원터치 언록 센서를 
사용하여 도어를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도어를 잠금 해제하려면 원터치 언록 센서를 
한 번 해제한 후 다시 누릅니다.

• 예를 들어 세차나 폭우와 같이 다량의 물이 도어 
핸들에 흐르는 경우 인텔리전트 키가 작동 범위 
이내이면 도어가 잠금 해제될 수 있습니다. 도어가 
잠금 해제되지 않도록 인텔리전트 키는 차량에서 
2m(7ft)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도어 핸들을 계속 잡고 있거나 빠르게 당기면 
안 됩니다. 도어가 잠금 해제되지만 열리지 않습
니다. 일단 도어 핸들을 놓은 다음에 다시 당겨 
도어를 엽니다.

• 장갑을 낀 손으로 도어 핸들을 당기는 경우 원터치 
언록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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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작동
인텔리전트 키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은 채로 도어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LPD2734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경우 작동 범위 안에서 
원터치 언록 센서 Ⓑ(운전석 또는 동반석)로 해당 
도어를 잠금 해제할 수 있으며 도어 핸들 스위치
(운전석) Ⓐ를 사용하거나 원터치 언록 센서 Ⓑ
(동반석)를 다시 눌러 모든 도어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LPD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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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어 및 연료 주입구 잠금
1.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설정하고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도어를 모두 닫습니다.

3.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 핸들 
스위치(운전석 또는 동반석) Ⓐ를 누릅니다.

4. 모든 도어, 리프트게이트 및 연료 주입구가 잠깁
니다.

5. 비상등이 두 번 깜박이고 외부 차임이 두 번 울립
니다.

LPD2734

참고:
•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Veh ic le 

Settings(차량 설정)”에서 도어 핸들로 잠금/
잠금 해제 설정을 OFF로 전환할 때 모든 도어
와 리프트게이트의 스위치를 작동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인텔
리전트 키를 사용하면 도어가 잠깁니다.

• 운전석 도어가 열려 있을 때 인텔리전트 키를 
사용해도 도어가 잠기지 않습니다.

• 차량 안에서 인텔리전트 키로 도어 핸들 스위치
를 누르면 도어가 잠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텔
리전트 키가 차량 안에 있어도 등록된 다른 인텔
리전트 키로 도어를 잠글 수 있습니다.

주의

• 핸들 스위치로 도어를 잠근 후에 도어 핸들 또는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를 작동하여 도어가 
확실하게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 핸들 스위치를 사용하여 도어를 잠글 때 핸들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인텔리전트 키가 
수중에 있는지 확인하여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 
안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핸들 스위치는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이 인텔리
전트 키를 감지한 경우에만 작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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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김 방지 기능
인텔리전트 키를 실수로 차량 안에 두고 도어를 
잠그지 않도록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에는 잠김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 도어나 열려 있을 때 도어를 잠근 후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 안에 넣고 모든 도어를 닫으면 차임이 울려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참고:
인텔리전트 키를 손에 쥔 상태에서 같은 손으로 핸들 
스위치를 작동시켜 도어를 잠그면 도어가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지갑이나 주머니
에 넣거나 다른 손에 쥡니다.
주의

잠금 방지기능은 다음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기판 위에 인텔리전트 키를 놓아둔 경우
• 인텔리전트 키가 글로브 박스 또는 보관함 안에 

있는 경우
• 도어 포켓 안에 인텔리전트 키를 놓아둔 경우
• 인텔리전트 키가 금속 재질 안 또는 근처에 있는 

경우

LPD2733

도어 및 연료 주입구 잠금 해제
1.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상태로 원터치 언록 센서 

Ⓑ(운전석 또는 동반석 도어)를 누릅니다.

2. 도어 핸들 웰컴 라이트가 켜지고 비상등이 한 번 
깜박이며 차량 신호음이 한 번 울립니다. 그러면 
해당 도어가 잠금 해제됩니다.

3. 1분 이내에 도어 핸들 스위치 Ⓐ를 누릅니다.

4. 비상등이 한 번 깜박이고 차량 신호음이 한 번 
울립니다. 모든 도어, 리프트게이트 및 연료 
주입구가 잠금 해제됩니다.

LPD2734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도어 핸들 스위치 또는 원터치 
언록 센서를 눌러 작동시킨 후 1분 안에 다음 작동 
중 하나를 실시하지 않는 한 모든 도어 및 연료 
주입구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 도어 열기
• 점화스위치 누름

이 1분 동안에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 1분 후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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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Vehicle Settings 
(차량 설정)”에서 “Touch Sensitive Door Sensor 
(터치 감응형 도어 센서)” 설정을 OFF로 전환한 경우 
원터치 언록 센서를 작동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원터치 언록 센서로 도어를 잠금 해제할 때 도어 
핸들이 너무 빠르게 당기면 도어를 열지 못할 수 있습
니다. 도어 핸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면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도어를 잠금 해제한 후 1분 안에 다음 작동 중 하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 도어 열기
• 점화스위치 누름
도어가 잠금 해제된 경우 실내 조명 장치 타이머가 
일정 시간 동안 켜집니다.

다음 작동 중 하나를 실시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실내 
조명 장치를 끌 수 있습니다.
•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설정
• 인텔리전트 키로 도어 잠금
• 실내등 스위치를 OFF 위치로 전환

LPD2732

운전석 및 동반석

도어 핸들 웰컴 라이트
인텔리전트 키, 핸들 스위치 또는 원터치 언록 센서
를 사용하여 도어를 잠금 해제하면 도어 핸들 웰컴 
라이트 Ⓐ가 일정 시간 동안 켜집니다. 웰컴 라이트는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하지 않고 잠금 해제된 도어
를 열 때에도 켜집니다. 인텔리전트 키 또는 핸들 
스위치로 도어를 잠글 때 도어 핸들 웰컴 라이트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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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Vehicle Settings 
(차량 설정)”에서 도어 핸들 웰컴 라이트 및 원터치 
언록 센서를 작동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기능 사용 방법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기능을 통해 인텔리전트 키의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도어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키리스 기능은 차량에서 
10m(33ft) 떨어진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 거리는 차량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기능은 다음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인텔리전트 키가 작동 범위 내에 있지 않을 때
• 도어 또는 리프트게이트가 열려 있거나 확실히 

닫혀 있지 않을 때
•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주의

인텔리전트 키로 도어를 잠글 때는 키를 차량 안에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LPD2257

도어 잠금
1.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에 설정합니다.

2. 도어를 모두 닫습니다.

3.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누릅니다.
4. 비상등이 두 번 깜박이고 혼이 한 번 울립니다.

5. 모든 도어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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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텔리전트 키로 도어를 잠근 후 도어 핸들을 움직
이면서 도어가 확실히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LPD2258

도어 잠금 해제
1.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누릅니다.
2. 비상등이 한 번 깜박입니다.

3. 운전석 도어가 잠금 해제됩니다.

4. 60초 이내에  버튼을 다시 눌러 모든 도어
를 잠금 해제합니다.

참고: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Vehicle Settings 
(차량 설정)”에 있는 “Selective Door Unlock 
(선택식 도어 잠금 해제)”에서 잠금 해제 작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버튼을 누른 후 30초 안에 다음 작동 중 하나
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잠깁
니다.
• 도어 열기
• 점화스위치 누름
도어가 잠금 해제된 경우 실내 조명 장치가 일정 시간 
동안 켜집니다.
다음 작동 중 하나를 실시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실내 
조명 장치를 끌 수 있습니다.
•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설정
• 인텔리전트 키로 도어 잠금
• 실내등 스위치를 OFF 위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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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열기
인텔리전트 키를 사용하면 자동 작동 기능이 탑재된 
윈도우를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모든 도어가 닫혀야 하며 키는 차량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 윈도우를 열려면 모든 도어를 잠금 해제한 후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도어 윈도우는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누르는 
동안 열립니다.

윈도우 열림 작동을 중지하려면  버튼을 놓습
니다.

윈도우 닫기
 경고

닫힘 편의 기능이 작동 중일 때 신체 일부가 윈도우에 
끼일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닫힘 
편의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는 완전히 닫힐 때까지 
잘 주시하십시오. 윈도우를 닫을 때 신체 일부가 작동 
범위 근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인텔리전트 키를 사용하면 자동 작동 기능이 탑재된 
윈도우를 동시에 닫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어가 닫혀야 하며 키는 차량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 윈도우를 닫으려면 모든 도어를 잠근 후 인텔리 

전트 키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도어 윈도우는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누르는 동안 닫힙니다.

윈도우 닫힘 작동을 중지하려면  버튼을 
놓습니다.

LPD2072

리프트게이트 열림
리프트게이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  버튼을 0.5초 이상 누르면 리프트게이트
가 열립니다.

•  버튼을 다시 0.5초 이상 누르면 리프트
게이트가 닫힙니다.

리프트게이트가 열리거나 닫힐 때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게이트 모터가 중지됩니다.  
버튼을 다시 0.5초 이상 누르면 리프트게이트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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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2259

응답 혼 기능
필요한 경우 인텔리전트 키로 응답 혼 기능을 작동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동 중지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이 두 번 깜박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은 물론 혼도 작동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전조등이 30초간 켜집니다. 

참고:
인텔리전트 키로 응답 혼 및 표시등 점멸 기능을 
변경하면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는 점화 
스위치를 OFF에서 ON 위치로 돌린 후 현재 
모드가 표시됩니다.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Vehicle Settings(차량 설정)”은 “Convenience 
(편의)”와 “Security(보안)” 설정 사이에서 응답 혼 
모드를 변경할 때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작동 중지: 최소 2초 이상  및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세 번 깜박여 응답 혼 
기능이 작동 중지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작동: 한 번 더 최소 2초 이상  및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한 번 깜박이고 혼이 한 번 울려 혼 신호음 
기능이 다시 작동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알람(장착된 경우)이 작동되면 혼 신호음 기능을 
작동 중지시켜도 혼이 울립니다.

경고 신호
인텔리전트 키의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이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거나 차량이 도난 당하지 않도록 차량 
실내와 외부에서 차임 또는 버저가 울리고 계기판
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차임 또는 신호음이 울리거나 경고가 표시되면 
반드시 차량과 인텔리전트 키를 점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문제해결 가이드” 및 별도
의 인피티니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문제해결 가이드
차량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모든 인텔리전트 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른 인텔리전트 키가 작동 범위 
또는 차량 안에 있을 경우 차량 시스템은 예상과는 
다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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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예상 원인 조치

엔진을 정지시킬 때

“When parked apply parking brake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작동)” 경고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내부 경고 차임이 
연속해서 울립니다.

P(주차) 위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스위치가 여전히 ON 위치이면 도어
가 열립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점화스위치
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P(주차) 위치에 설정할 때
디스플레이에 “Push ignition to 
OFF(점화스위치를 눌러 OFF)” 경고가 
나타납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습니다.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차량에서 내리려고 운전석 도어를 열 때
“Door Open(도어 열림)” 경고가 디스
플레이에 나타나고 내부 경고 차임이 
연속해서 울립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습니다.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후 도어를 닫을 때

“No Key Detected(키 없음 감지)” 경고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외부 차임이 세 
차례 울리며 내부 경고 차임이 약 3초간 
울립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습니다.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When parked apply parking brake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작동)” 경고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외부 차임이 계속 
울립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이고 P(주차) 
위치에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내부 잠금 노브를 LOCK으로 돌린 상태
에서 도어를 닫을 때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 안에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합니다.

도어 핸들 스위치 또는 리프트게이
트 핸들 스위치나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눌러 도어를 잠글 때
외부 차임이 약 2초간 울립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 안에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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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예상 원인 조치

점화스위치를 눌러 엔진 시동을 걸 때

“Key Battery Low(키 배터리 용량 낮음)” 
경고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배터리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No Key Detected(키 없음 감지)” 경고
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외부 차임이 
세 차례 울리고 내부 경고 차임이 약 3초
간 울립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배터리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점화스위치를 누를 때

“I-Key System Error: See Owner’s 
Manual(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오류: 
사용자 설명서 참조)” 경고가 디스플레이
에 나타납니다.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의 기능이상을 
경고합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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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능
사용자 정보를 설정한 후 차량 시동을 거는 즉시 
시스템이 사용자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각 운전자에 맞춰진 환영 인사와 함께 로그인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면 4명의 운전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등록 정보, 주행 모드, 주행 위치, 에어컨 및 
자동 설정을 사용하고 이에 맞춤화된 설정을 기억
시킬 수 있습니다.
로그인 사용자는 환영 인사 화면이나 사용자 목록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기능은 다음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미터 
• 오디오

• 에어컨

•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장착된 경우)
• 엔진/변속기
• 스티어링

• 서스펜션(장착된 경우) 

•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시스템
•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을 

제외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장착된 경우)
• 차체 컨트롤 모듈(BCM)

원격 엔진 시동(장착된 경우)

LPD2792

차량에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이 내장된 경우 인피니
티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이 켜집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차량 외부에서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원격 엔진 시동이 사용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탑재 차량은 외부 및 실내 

온도에 따라 난방 또는 냉방 모드로 기본 설정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모니터, 온도 
조절, 오디오, 전화 및 음성 인식 시스템” 섹션의 
“인텔리전트 온도 조절 가능 원격 엔진 시동”을 
참조하십시오.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166      

원격 엔진 시동(장착된 경우)

3

일부 지역 공동체의 법률은 원격 시동장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은 원격 
엔진 시동 기능 사용자는 차량을 보이는 곳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건에 대한 해당 지역/국가
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조건은 원격 엔진 시동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원격 엔진 시동 
미작동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조건은 인텔리전트 키 트랜스미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엔진 시동 작동 범위
 경고

윈도우에 끼거나 도어가 의도치 않게 잠기는 경우와 
같이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또한 더운 날씨
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 및 애완동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작동 장소 
주변에 강력한 전파가 존재할 때 인텔리전트 키의 
작동 범위가 더 좁아져 인텔리전트 키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으로부터 지정된 작동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엔진 시동 작동 범위는 차량으로부터 약 
60m(197ft)입니다.

차량 원격 시동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을 사용하여 엔진 시동을 걸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인텔리전트 키를 차량에 조준합니다.

2.  버튼을 눌러 모든 도어를 잠급니다.
3. 방향지시등이 깜박이고 후미등이 켜질 때까지 

5초 이내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차량이 
보이는 곳에 없는 경우 2초 이상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릴 때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
니다.
• 주차등이 켜진 후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계속 

켜집니다.
• 도어가 잠기고 온도 조절 시스템이 켜질 수 있

습니다.
• 10분 동안 엔진이 계속 작동합니다. 단계를 

반복하여 10분 더 시간을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엔진 작동 시간 연장”을 참조
하십시오.

주행 전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있다가 버튼식 점화
스위치를 ON 위치로 



167      

원격 엔진 시동(장착된 경우)

3

돌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차량 주행”을 참조하십시오.

엔진 작동 시간 연장
이 섹션의 “차량 원격 시동”의 단계를 실시하면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작동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이 실시되면 첫 10분간의 

작동 시간이 시작됩니다.
•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이 다시 실시되는 즉시 두 

번째 10분간의 작동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엔진이 5분간 작동하고 10분이 추가되면 
총 엔진 작동 시간은 15분이 됩니다.

• 엔진 작동 시간을 연장하면 두 번의 원격 엔진 
시동 한도에 이르게 됩니다.

점화 사이클 간 최대 두 번의 원격 엔진 시동 또는 
연장된 한 번 엔진 시동이 허용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린 후 OFF 위치로 다시 
돌려야 원격 엔진 시동 절차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원격 엔진 시동 취소
다음 중 하나를 통해 원격 엔진 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인텔리전트 키를 조준하고 주차등이 

꺼질 때까지  를 누릅니다.
• 비상등을 켭니다. 
•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린 후 OFF 위치로 

돌립니다.
• 연장된 엔진 작동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첫 번째 10분 타이머가 만료되었습니다. 
• 엔진 후드가 열렸습니다. 
• 차량이 P(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속되

었습니다.
• 불법 승차로 인해 알람이 울립니다.
• 차량 안에 인텔리전트 키 없이 점화스위치를 

누릅니다.
• 차량 안에 인텔리전트 키 없이 점화스위치를 눌렀

으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격 엔진 시동 미작동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 후드가 꽉 닫히지 않았습니다. 
•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 엔진이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합니다. 엔진이 작동하다가 꺼지는 
경우 6초 이상 기다립니다. 엔진 작동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2초 이상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 LOCK 버튼을 누른 후 5초 안에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 도어가 닫히고 잠겨 있습니다.
• 리프트게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인텔리전트 키 표시등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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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승차로 인해 알람이 울립니다.
• 최대 두 번의 원격 엔진 시동 또는 연장된 한 번 

엔진 시동이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 차량이 P(주차) 위치가 아닙니다.
• 차량 안에서 이미 등록 키가 감지되었습니다.
•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Vehicle Settings 

(차량 설정)”에서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을 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엔진 시동 기능으로 인해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에 경고 또는 표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후드원격 엔진 시동(장착된 경우)

LPD2754

1. 운전석 계기판 아래에 위치한 후드 열림 손잡이 
①를 당깁니다. 후드가 약간 튕겨져 올라옵니다.

2. 그림과 같이 손끝으로 후드 앞쪽의 레버 ②를 
옆으로 민 후 후드를 올립니다.

후드를 닫을 때에는 천천히 내리고 제자리에 고정
되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 주행 전 후드가 완전히 닫혀 래치가 걸려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드가 열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엔진룸에서 증기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절대로 후드를 열지 마십시오. 부상의 위험
이 있습니다.

• 팝업 엔진 후드 시스템(장착된 경우)이 작동한 
후에는 후드 열림 손잡이를 당기거나 후드를 
누르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작동한 후엔 수동
으로 닫히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후드에 손상
이나 인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팝업 엔진 
후드가 작동되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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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리프트게이트가 주행 중 열리지 않도록 항상 
잘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리프트게이트를 연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지 마
십시오. 유독한 배기가스가 차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배기가스(일산화탄소)”를 참조
하십시오.

• 윈도우에 끼거나 도어가 의도치 않게 잠기는 
경우와 같이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
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또한 더운 날씨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 및 애완
동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 리프트게이트를 닫을 때 항상 손이나 발이 도어 
프레임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기판 스위치

LPD2720

파워 리프트게이트 작동
 경고

• 리프트게이트를 닫기 전에 모든 승객의 손 등이 
차량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LPD2755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및 핸들 스위치
• 윈도우에 끼거나 도어가 의도치 않게 잠기는 

경우와 같이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및/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또한 더운 날씨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 및/또는 
애완동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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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워 리프트게이트를 열거나 닫거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P(주차) 위치를 설정합니다. 또한 파워 
리프트게이트는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 열기:
파워 리프트게이트가 약 5~8초 후에 자동으로 완전 
닫힘 위치에서 완전 열림 위치로 움직입니다. 자동 
열기 기능은 인텔리전트 키의 스위치, 계기판 스위치 
또는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로 작동할 수 있습
니다. 차임이 울려 자동 열기 작동을 알립니다.
• 차량이 잠겨 있는 경우 (인텔리전트 키가 리프트

게이트 범위 안에 존재할 때) 계기판 스위치, 
인텔리전트 키 및 리프트게이트 스위치 Ⓑ를 사용
하면 리프트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리프트

게이트는 개별적으로 잠금 해제되어 열립니다. 
리프트게이트가 닫히면 차량이 계속 잠금 해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인텔리전트 키로 리프트게이트를 열려면 0.5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 계기판 스위치로 리프트게이트를 열려면 0.5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로 리프트게이트를 
열려면 리프트게이트가 잠금 해제되고 인텔리
전트 키가 리프트게이트 범위 안에 없어야 합니다.

LPD2756

리프트게이트 닫힘 스위치
자동 닫기:
파워 리프트게이트는 완전 열림 위치에서 완전 닫힘 
이전 위치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리프트게이트가 
완전 닫힘 이전 위치에 도달하면 신칭 모터가 결합
되어 원래 래치 위치로 리프트게이트를 당깁니다. 
자동 닫힘에는 약 7~10초가 걸립니다. 자동 닫기 
기능은 인텔리전트 키의 스위치, 계기판, 리프트

게이트 닫힘 스위치 Ⓒ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울려 자동 닫기 작동을 알립니다.



171      

리프트게이트

3

• 신칭 모터 결합 시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를 작동시키면 신칭 모터가 분리되고 래치가 
풀려 리프트게이트가 열립니다.

• 인텔리전트 키 버튼을 0.5초간 누르고 있어야 
리프트게이트가 닫힙니다.

• 리프트게이트 닫힘 스위치 Ⓒ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 메인 스위치가 ON 위치인 경우 리프트
게이트를 닫을 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지 - 반대 방향으로 작동:
열리거나 닫힐 때 인텔리전트 키, 계기판이나 리프트
게이트 열림 스위치 Ⓐ 또는 닫힘 스위치 Ⓒ를 누르면 
리프트게이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 
계기판 또는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나 리프트
게이트 스위치 Ⓑ를 다시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리프트게이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토 리버스:
자동 열기 또는 자동 닫기 작동 중 장애물이 감지되면 
경고 차임이 울리고 리프트게이트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여 완전 열림 또는 완전 닫힘 위치로 되돌아
갑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감지되면 리프트게이트 
움직임이 정지하고 리프트게이트는 수동 모드로 
설정됩니다.

리프트게이트의 양쪽에는 걸림 스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동 닫기 중 걸림 스트립이 장애물을 감지
하면 리프트게이트가 즉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여 
완전 열림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참고:
걸림 스트립이 손상되거나 분리된 경우 자동 닫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고

바로 닫히기 직전의 작은 간극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리프트게이트를 닫기 전에 모든 승객의 손 등이 차량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LPD2721

수동 모드:
자동 작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리프트게이트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자동 작동
에서 장애물이 여러 번 감지되거나 배터리 전압이 
낮을 경우 자동 작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 열기 또는 닫기 중에 파워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를 누르면 자동 작동이 취소되고 리프트
게이트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게이트를 수동으로 열려면 도어를 잠금 해제
하고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를 누른 후 리프트
게이트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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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으려면, 리프트게이트를 내려 강하게 아래로 내립
니다.

모션 감지 리프트게이트(장착된 경우)
뒤 범퍼 중앙 아래에서 빠르게 발을 차는 동작을 실시
하면 리프트게이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인텔리전트 키가 리프트게이트의 80cm (31.5 
인치) 이내여야 작동됩니다.

LPD2765

작동 구역

올바른 작동 방법
• 차량 뒤쪽에서 빠르게 앞으로 발로 차는 동작을 

시작합니다.
• 뒤 범퍼 중앙 아래에서 똑바로 발을 올린 후 즉시 

연속적인 동작으로 다시 발을 지면에 놓습니다.
• 발로 차는 동작은 곧고 부드러우면서 일관적

이어야 합니다.
• 발로 찬 동작을 취한 후엔 뒤로 물러나 리프트

게이트가 열리고 닫히도록 합니다.

LPD2766

실시해야 할 행동: 키포브가 범위 안에 있을 때 빠르게 앞으로 
발을 찬 후 지면에 다시 놓습니다.

• 발로 차는 동작을 취한 후 2초 안에 신호음이 3번 
울리며 리프트게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발로 차는 동작을 취하기 전에 자세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발로 차는 동작을 취할 
때 고온의 배기 시스템 부품 주변에서는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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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2767

금지해야 할 행동: 발로 차는 동작을 취할 때 발을 좌우로 흔들
거나 잠시 멈추면 안 됩니다.

 경고

우발적으로 리프트게이트가 열리고 닫히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원치 않게 리프트게이트가 열리고 
닫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차하거나 차량 
뒤쪽 주변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엔 리프트게이트 
범위(80cm(31.5인치)) 안에 인텔리전트 키를 두지 
마십시오.

주의

• 무선탑 또는 위성탑과 가까운 장소에 주차하면 
간섭 또는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또는 RF 스마트 카드 옆에 키포브를 보관
하는 경우 인텔리전트 키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인피니티 인텔
리전트 키”를 참조하십시오.

LPD2723

파워 리프트게이트 메인 스위치
글로브 박스의 파워 리프트게이트 메인 스위치로 
파워 리프트게이트 작동 상태를 ON Ⓐ 또는 OFF 
Ⓑ 위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파워 리프트게이트 메인 스위치를 OFF 위치로 
누르면 리프트게이트의 파워 리프트게이트 스위치 
및 리프트게이트 스위치를 통해 자동 작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워 리프트게이트 메인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을 
때 계기판 스위치를 누르거나 키포브의 리프트게이트 
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자동 작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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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감지 리프트게이트(장착된 경우)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 메인 스위치가 OFF 위치가 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리프트게이트 열림
 경고

• 리프트게이트가 주행 중 열리지 않도록 항상 
잘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리프트게이트를 연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
시오. 유독한 배기가스가 차내로 유입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에 수록된 “배기가스(일산화탄소)”를 참조
하십시오.

• 부상 방지를 위해 리프트게이트 스트럿 중 하나 
또는 두 개 모두 분리한 경우 파워 리프트게이트
를 작동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의

• 파워 리프트게이트가 열려 있지 않거나 경고 
차임이 계속 울리는 동안 언제라도 우발적으로 
리프트게이트가 닫히면 리프트게이트를 작동
하지 마십시오. 리프트게이트 스트럿 중 하나 
또는 두 개 모두에서 압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리프트게이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리프트게이트 스트럿 중 하나 또는 두 개 모두 
분리한 경우 파워 리프트게이트를 작동하지 마
십시오. 리프트게이트 또는 파워 리프트게이트 
메커니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세차하거나 (인텔리전트 키로) 차량 뒤쪽 주변
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파워 리프트게이트 메인 
스위치를 OFF 위치로 유지하여 우발적으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LPD2749

파워 리프트게이트 열림
배터리가 방전되어 계기판 스위치, 리프트게이트 
열림 스위치 또는 키포브로 리프트게이트를 열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리프트게이트 내부의 커버 Ⓐ를 분리합니다.

2. 그림과 같이 레버 Ⓑ를 움직여 리프트게이트를 
엽니다.

수리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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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2722

연료 주입구
리프트게이트 위치 설정
리프트게이트는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 정해진 높이
(차고 모드)까지 열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어 핸들 스위치 또는 인텔리전트 키로 리프트

게이트를 엽니다.

2. 리프트게이트를 아래로 당겨 원하는 높이로 이동
시킵니다(리프트게이트 수동 조절 시에는 약간
의 저항이 있음).

3. 리프트게이트에 위치한 파워 리프트게이트 닫힘 
스위치 Ⓑ를 3초 이상 또는 신호음이 두 번 울릴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리프트게이트가 선택한 위치까지만 열리게 됩니다. 
리프트게이트 위치를 변경하려면 1 - 3단계를 반복
합니다.

연료 주입구

LPD2725

연료 주입구 열기
연료 주입구는 운전석 도어를 잠금 해제하면 자동
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1. 다음 작동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료 주입구를 

잠금 해제합니다.

• 인텔리전트 키를 사용하여 운전석 도어를 
잠금 해제합니다.

• 파워 도어락 스위치를 UNLOCK 위치까지 
밉니다.

•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상태로 원터치 언록 
센서(운전석 또는 동반석 도어)를 누릅니다.

리프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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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모든 도어 및 연료 
주입구 잠금”을 참조하십시오.

2. 연료 주입구를 열려면 연료 주입구의 우측을 밀어 
해제합니다.

잠그려면 연료 주입구를 확실히 닫고 도어를 잠급
니다.

연료 주입구 캡
 경고

• 휘발유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가연성과 폭발성이 
극히 높습니다.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취급하면 화상 또는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주유할 때는 항상 엔진을 정지시키고, 차량 
주위에서 흡연하거나 불 또는 불꽃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 연료 펌프 노즐이 자동으로 차단된 후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연료를 계속 
보충하면 연료가 넘쳐 흘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료 주입구 캡을 교체할 때는 순정품만을 사용
하십시오. 연료 시스템과 배출 컨트롤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에 필요한 안전 밸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캡은 심각한 기능 이상 및 부상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상 
지시등(MIL)도 켜질 수도 있습니다.

• 스로틀 바디에 연료를 주입하여 차량 시동을 
걸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차량 또는 트레일러 안에서 휴대형 연료통에 
연료를 주입하지 마십시오. 정전기가 발생하여 
차량 내부나 트레일러에 있는 가연성 액체, 증기 
또는 가스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휴대형 
연료통을 채울 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
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연료 주입 시 연료통을 항상 지면에 두십시오.

 �연료 주입 시 전기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료 주입 시 펌프 노즐이 연료통에 닿게 하십
시오.

 �인화성 액체에 대해 승인된 휴대형 연료통
만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 에탄올 함량이 15%가 넘는 연료를 차량에 사용
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연료 권장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 연료 주입구 캡을 올바로 조이지 않을 경우 
 기능이상 지시등(MIL)이 켜질 수 있습

니다. 연료 주입구 캡이 헐겁거나 빠져있기 
때문에  기능이상 지시등이 켜지면 캡을 
조이거나 끼우고 차량을 계속 주행하면 됩니다. 
몇 차례 운전한 후  지시등이 꺼져야 합니다. 
몇 차례 운전한 후에도  지시등이 꺼지지 
않으면 차량을 검사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
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기능이상 지시등(MIL)”을 참조하십시오.

• 차체에 연료를 흘린 경우 도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177      

3

참고:
주유 시 점화스위치 상태를 변경하면 연료 게이지 
응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LPD2726

연료 주입구 캡 분리:
1. 연료 주입구 캡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

합니다.

2. 주유 중에는 연료 주입구 캡을 캡 홀더 Ⓐ에 
놓습니다.

연료 주입구 캡 장착:
1. 연료 주입구 캡을 똑바로 연료 주입구 튜브로 

삽입합니다.

2. 딸깍 소리가 한 번 들릴 때까지 연료 주입구 
캡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스티어링 휠연료 주입구

LPD2728

수동 작동(장착된 경우)
기울기/높이 조절
잠금 레버 ①를 아래로 누릅니다.
• 스티어링 휠을 위쪽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② 

원하는 위치까지 조정합니다.
• 스티어링 휠을 앞쪽 또는 뒤쪽 방향으로 ③ 

원하는 위치까지 조정합니다.
잠금 레버 ①를 세게 위로 밀어 올려 스티어링 휠을 
제위치에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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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2752

자동 작동(장착된 경우)
기울기/높이 조절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려면 다음 방향으로 스위치 
①를 움직입니다.
• 스티어링 휠을 위쪽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② 

원하는 틸트 위치까지 조정합니다.
• 스티어링 휠을 앞쪽 또는 뒤쪽 방향으로 ③ 

원하는 텔레스코픽 위치까지 조정합니다.

승하차 보조 기능(장착된 경우)
점화스위치가 LOCK인 상태에서 운전석 도어를 
열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장착된 경우)을 통해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능으로 운전자는 보다 쉽게 시트에 앉거나 시트
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운전석 
도어가 닫히고 점화스위치를 누르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선바이저스티어링 휠

WPD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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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면에서 비추는 빛을 차단하려면 선바이저 ①
를 아래로 내리십시오.

2. 측면에서 비추는 빛을 차단하려면 중앙 마운트
에서 선바이저를 분리하여 바이저를 옆으로 ② 
돌리십시오.

3. 확장식 ③ 선바이저를 필요한 만큼 안팎으로 
미십시오 .

주의

• 확장식 선바이저를 원위치시키기 전에 선바이저
를 보관하면 안 됩니다.

• 무리한 힘을 가해 확장식 선바이저를 아래로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LPD2583

운전석 및 동반석

화장거울

화장거울에 접근하려면 선바이저를 아래로 당겨 거울 
덮개를 뒤집습니다. 화장거울은 거울 덮개를 열면 
켜집니다.

LPD2340

운전석 및 동반석

카드 홀더
카드 홀더를 사용하려면 카드를 클립으로 밀어 
넣습니다. 차량 운행 시 정보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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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눈부심 방지 룸 미러
룸 미러는 야간 조건에서 뒷차량의 전조등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어두워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동 
눈부심 방지 기능은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작동됩니다.
참고:
센서 ①에 물건을 걸거나 센서 ①에 유리 세정제를 
도포하지 마십시오. 센서의 감도가 저하되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PD0446

표시등 ②은 자동 눈부심 기능 작동 시 켜집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누릅니다.
• 눈부심 방지 기능을 끄려면, 8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표시등이 꺼집니다.

• 눈부심 방지 기능을 켜려면 8초간  버튼을 
다시 누르고 있습니다. 표시등이 켜집니다.

LPD2269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모트 컨트롤은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작은 스위치 ①를 움직여 왼쪽 또는 오른쪽 미러를 
선택합니다. 큰 스위치 ②로 각 미러를 원하는 위치로 
조정합니다. 우발적으로 미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작은 스위치 ①를 중앙(중립) 위치로 움직입니다.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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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동반석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주행하는 
경우 주의하십시오. 사이드 미러에만 의지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룸 미러를 이용하
거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려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를 적당히 판단하십시오.

• 주행 중에는 미러를 조절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올바로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LPD2303

사이드 미러 전동식 접기
주의

• 사이드 미러가 움직일 때 미러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끼거나 미러 기능이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미러를 접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면 안 됩니다. 
차량 뒤쪽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스위치 ②를 밀면 미러가 열리고 스위치 ①를 밀면 
접힙니다.
미러 중 하나를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부딪혔을 경우 
미러 본체가 피봇 포인트에서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식 미러 작동 상태를 교정하려면

미러가 완전히 접힐 때까지 스위치 ①를 눌러 미러를 
이동시킨 후 미러가 열림 위치에 올 때까지 스위치 
②를 누릅니다.

리버스 틸트 다운 기능(장착된 경우)
리버스 틸트 다운 기능은 두 사이드 미러 표면을 모두 
아래쪽으로 돌려 미러 컨트롤 스위치가 L 또는 R 
위치에 있을 때 차량 근처의 후방 시야를 향상시켜 
줍니다.
변속레버를 R(후진) 이외의 다른 위치로 옮기면 자동
으로 미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사이드 미러 표면
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 변속레버를 R(후진) 이외의 다른 위치로 옮긴 

경우

• 사이드 미러 컨트롤 스위치를 중립 또는 중앙 
위치로 설정한 경우

•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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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드 미러 컨트롤 스위치가 중앙 위치인 경우 변속
레버를 R(후진)로 옮기면 미러 표면이 아래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열선 미러
시야 향상을 위해 서리와 김, 얼음을 제거하는 열선이 
장착될 수 있는 사이드 미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뒷유리 및 
사이드 미러 서리제거기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미러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장착된 경우)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의 두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
니다.
• 메모리 저장 기능 
• 승하차 보조 기능

LPD2729

메모리 저장 기능
운전석, 스티어링 컬럼,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2가지씩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
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메모리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메모리 설정 중 차량이 멈춰 있어야 함).
1.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2. 각각의 조정 스위치를 수동으로 움직여 운전석, 
스티어링 컬럼, 사이드 미러를 원하는 위치로 
조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안전 - 
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
장치(SRS)”의 “시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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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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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의 “스티어링 휠” 및 “사이드 미러”를 참조
하십시오.

3. SET 스위치를 누른 후 5초 이내에 메모리 스위치
(1 또는 2)를 누릅니다.

4. 누른 메모리 스위치의 표시등이 켜진 후 약 5초간 
유지됩니다.

5. 메모리가 저장된 경우 차임이 울립니다.

참고:
새 메모리 위치가 동일한 메모리 스위치에 저장된 
경우 이전 메모리 위치는 새로 저장된 위치로 덮어 
쓰여집니다.

메모리 저장 확인
• SET 스위치를 누릅니다.
• 스위치(1 또는 2)에 메모리 위치가 저장되면 각 

스위치의 표시등이 약 5초간 계속 켜집니다.

저장된 메모리 위치에 로그인 기능 연결
다음 절차를 실시하면 로그인 기능을 저장된 메모리 
위치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여 차량에 등록된 인텔리

전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참고:
인텔리전트 키가 서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잘못된 인텔리전트 키를 감지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석 시트, 스티어링 컬럼 및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안전 - 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의 “시트”와 이 섹션의 “스티어링 
휠” 및 “사이드 미러”를 참조하십시오.

3.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설정한 후 다음에 로그인하면(디스플레이
에서 사용자 선택) 시스템이 저장된 주행 위치로 자동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와 이 섹션의 “로그인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리버스 틸트 다운 기능(장착된 경우)
리버스 틸트 다운 기능은 선택한 사이드 미러 표면
을 아래로 돌려 차량에 인접한 후방 가시성을 높여
줍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경우, 사이드 미러 
컨트롤 스위치를 좌측 또는 우측 위치로 돌립니다. 
한 번에 미러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속 레버를 R(후진) 위치로 옮깁니다. 선택한 
미러가 아래로 돌아갑니다.
다음 중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선택한 미러의 표면
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 변속레버를 R(후진) 이외의 다른 위치로 옮긴 

경우

• 사이드 미러 컨트롤 스위치를 중립 또는 중앙 
위치로 설정한 경우

•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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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드 미러 컨트롤 스위치가 중립 위치에 있을 경우, 
변속레버를 R(후진)로 옮겼을 때 미러 둘 중 어느 
것도 아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승하차 보조 기능
이 시스템은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에 있을 때 
운전석과 스티어링 컬럼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시트에 쉽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뒤로 밀리고 스티어링 컬럼은 위로 움직
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운전석 도어가 

열려 있는 경우
• 운전석 도어가 열려 있을 때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린 경우
운전석과 스티어링 휠이 이전 위치로 돌아가는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 P(주차) 위치일 때 점화스위치를 ON 위치

로 돌린 경우

다음을 실시하면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Vehicle Settings(차량 설정)”을 통해 승하차 보조 
기능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Lift Steering Wheel on Exit(하차 시 스티어링 휠 

올리기)”를 ON에서 OFF로 전환합니다.
• “Slide Driver Seat Back on Exit(하차 시 운전석을 

뒤로 밀기)”를 ON에서 OFF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승하차 보조 기능 재시작
배터리 케이블이 분리되거나 퓨즈가 단선되면 저장된 
메모리 위치가 소거되고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1. 차량을 40km/h(25mph) 속도로 주행합니다. 

또는

2.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운전석 도어를 2번 
이상 열고 닫습니다.

이제 승하차 보조 기능이 올바로 작동해야 합니다.

메모리 기능 설정
다음 설정 위치는 인텔리전트 키와 연결 가능하며 
저장된 설정은 각 인텔리전트 키에 이용 가능합니다.
• 온도 조절 시스템
• 오디오 시스템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온도 조절 및 오디오 
시스템을 운전자가 선호하는 설정으로 설정합니다. 
인텔리전트 키를 사용하여 도어를 잠급니다. 각 
인텔리전트 키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인텔리전트 키를 사용하면 
“Connection with the key has been done(키 연결 
완료)” 메시지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저장된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설정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저장된 설정에 연결된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

합니다.

2. 운전석 도어 핸들 스위치 또는 인텔리전트 키의 
 버튼을 눌러 도어를 잠금 해제합니다.

3.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인텔리전트 
키에 연결된 설정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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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조절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모니터, 온도 조절, 오디오, 전화 및 음성 
인식 시스템” 섹션의 “히터 및 에어컨(자동)”을 참조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모니터, 온도 조절, 오디오, 
전화 및 음성 인식 시스템” 섹션과 별도의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작동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이 중
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속도가 7km/h(4mph)인 경우
• 운전석 메모리 작동 중에 메모리 스위치 중 아무

거나 누른 경우
•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작동 시 운전석 시트용 

조정 스위치를 누른 경우

• 시트가 이미 저장된 위치로 이동한 경우
• 메모리 스위치에 시트 위치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 변속레버를 P(주차)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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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가 수록된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인피니티 InTouch 서비스
• 오디오 시스템
• Bluetooth 핸즈프리 폰 시스템 
• 정보 보기
• 기타 설정
• 음성 인식
• 일반 시스템 정보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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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부 디스플레이)

2.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하부 디스플레이)

3. MENU(메뉴) 버튼

4.  버튼

리어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LHA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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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리어 뷰 모니터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리어 뷰 모니터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올바른 
후진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운전
하기 전에 항상 차창 밖을 둘러보고 미러를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천천히 
후진하십시오.

•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바로 뒤에 고정되어 
있는 큰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 차량 파손
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거리 표시선과 차폭선은 차량이 평평한 포장도로 
노면에 있을 때만 참조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거리는 참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차량과 표시된 물체 사이의 실제 거리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에서 먼지나 눈을 청소할 때 카메라 렌즈가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리어 뷰 모니터 시스템은 변속 레버를 R(후진) 위치로 
옮길 때 상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부 디스플
레이)에 자동으로 차량 후방을 표시합니다. 리어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안내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어 뷰 모니터가 
작동 중 라디오가 여전히 들릴 수 있습니다.

LHA4552

후방 감지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 리어 뷰 모니터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 ① 바로 위에 위치한 카메라
를 사용합니다.

리어 뷰 모니터 시스템 작동
엔진 작동 시 변속 레버를 R(후진) 위치로 옮겨서 
리어 뷰 모니터를 작동시킵니다. 리어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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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1196

표시된 선 읽는 방법
차체 라인 Ⓐ을 기준으로 차폭과 거리를 알려주는 
표시선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거리 표시선:
차체와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 빨간색 선 ①: 약 0.5m(1.5ft)
• 노란색 선 ②: 약 1m(3ft)
• 녹색 선 ③: 약 2m(7ft)

• 녹색 선 ④: 약 3m(10ft) (장착된 경우)
차폭 표시선 ⑤
후진 시 차폭을 표시합니다. 
예상 진로 표시 ⑥
후진 시 예상 진로를 표시합니다. 변속 레버가 R 
(후진) 위치일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모니터에 
예상 진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리어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 진로 표시는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돌리는지에 따라 이동하며 스티어링 
휠이 중앙 위치일 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차폭 표시선과 예상 진로 표시의 폭은 실제 폭과 진로
보다 더 넓습니다.

예상 거리와 실제 거리 간 차이
지면에 표시된 표시선과 위치는 대략적인 참고 용도
일 뿐입니다. 오르막 또는 내리막 노면의 물체 또는 
돌출된 물체는 표시선을 기준으로 모니터에 표시된 
것과는 실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그림 참조). 의심이 
들 때는 후진 중 몸을 돌려 직접 물체를 보거나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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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4644

가파른 오르막길 후진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후진할 때 거리 표시선과 차폭 
표시선은 실제 거리보다 더 가깝게 보입니다. 오르
막길에서는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모든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LHA4645

가파른 내리막길 후진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후진할 때 거리 표시선과 차폭 
표시선은 실제 거리보다 더 멀어 보입니다. 내리막길
에서는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모든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LHA1201

돌출된 물체 근처로 후진
예상 진로 표시 Ⓐ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물체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체가 실제 후진 경로 상에서 
돌출된 경우 해당 물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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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4646

돌출된 물체 뒤로 후진
위치 Ⓒ는 화면에 표시된 위치 Ⓑ보다 멀리 표시됩
니다. 그러나 위치 Ⓒ는 실제로 위치 Ⓐ와 동일한 
거리에 있습니다. 물체가 실제 후진 경로 상에서 
돌출된 경우

위치 Ⓐ로 후진할 때 해당 물체와 부딪힐 수 있습
니다.

예상 진로 표시를 이용한 주차 방법
 경고

• 크기가 다른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 예상 진로 
표시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눈으로 덮인 도로나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예상 
진로 표시와 실제 진로 표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방전된 경우 예상 진로 
표시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중에 스티어링 휠을 
잠금 위치에서 잠금 위치까지 완전히 돌립
니다.

 � 5분 넘게 차량을 직선 도로에서 운전합니다.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예상 진로 표시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HA1197

1. 주차하기 전에 주차 공간이 안전한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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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속레버를 R(후진) 위치로 놓으면 차량의 후방 
상황이 화면 Ⓐ에 표시됩니다. 리어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HA1198

3. 예상 진로 표시 Ⓑ가 주차 공간 Ⓒ으로 들어가도록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후진합니다.

4. 예상 진로 표시를 보면서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차폭 표시선 Ⓓ이 주차 공간 Ⓒ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5. 해당 주차 공간에 완전하게 주차한 경우 변속레버 
근처에 위치한 주차 버튼을 눌러 P(주차)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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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조정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리어 
뷰 모니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리어 뷰 모니터 화면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

되어 있을 때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ttings(설정)” 키를 누른 후 “Camera/Sonar 
(카메라/소나)” 키를 누릅니다.

3. “Display(디스플레이)” 키를 누릅니다. 리어 
뷰 모니터의 원하는 항목 “Brightness(밝기)”, 
“Contrast(대비)”, “Black Level(블랙 레벨)”, 
Tint(색조)” 및 “Color(색상”)”를 선택한 후 “+” 
또는 “-” 키를 눌러 값을 조정합니다.

“Reset Settings(설정 리셋)”을 눌러 모든 설정을 
기본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버튼을 누르고 인피니티 컨트롤러를 
돌리거나 움직이면 주간/야간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AUTO 모드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상부 디스플레이에 조정 화면이 
표시될 때 “+” 또는 “-” 키를 눌러도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상부 및 하부 디스플
레이 화면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참고: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  때  리어  뷰  모니터의 
“Brightness(밝기)”, “Contrast(대비)”, “Black 
Level(블랙 레벨)”, “Tint(색조)” 및 “Color(색상)”
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워야 합니다.

예상 진로 표시를 켜고 끄는 방법
P(주차) 위치일 때 예상 진로 표시를 켜고 끄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ttings(설정)” 키를 누릅니다.

3. “Camera/Sonar(카메라/소나)” 키를 누릅니다.

4. “Camera(카메라)” 키를 누릅니다.

5. “Predicted Course Lines(예상 진로 표시)” 키를 
눌러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예상 진로 표시가 켜지면 표시등이 켜집니다.

리어 뷰 모니터 시스템 제한
 경고

리어 뷰 모니터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설명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이 사각지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모든 물체를 표시하지는 못합니다.
• 모니터링 범위 한계 때문에 범퍼 아래쪽과 범퍼 

의 모서리 부분은 리어 뷰 모니터에 보이지 않습
니다. 이 시스템은 범퍼 아래의 작은 물체를 표시
하지 않으며 범퍼에 가까이 있거나 지면에 있는 
물체는 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와이드 앵글 렌즈 사용으로 인해 리어 뷰 모니터
에 보이는 사물은 실제 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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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뷰 모니터에 보이는 물체는 룸 미러와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보입니다.

• 표시된 선을 참조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선은 승객 수, 연료량, 차량 위치, 노면 상태 및 
도로 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후진할 때는 리프트게이트가 확실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후방 감지 카메라에는 아무 것도 올려 놓지 마십
시오. 후방 감지 카메라는 번호판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 고압의 물로 세차할 때 카메라 주변에는 물을 
분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카메라 장치에 물이 
들어가 렌즈에 물이 응결되거나 기능이상이 발생
하거나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를 치지 마십시오. 카메라는 정밀 기기
입니다. 타격을 가하면 기능이상이 발생하거나 
파손되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동 제한 사항이며 시스템 기능 이상이 
아닙니다.
• 온도가 극히 높거나 낮으면 화면에 물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강한 빛이 카메라에 직접 비치면 물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화면의 물체에 수직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범퍼에서 반사된 강한 빛 때문입니다.

• 형광등 아래에서는 화면이 깜빡일 수 있습니다.
• 리어 뷰 모니터에 나타나는 물체의 색상이 실제 
물체의 색상과는 다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어두운 환경에서는 모니터에서 물체가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감지 화면 간 전환 시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에 먼지, 빗물 또는 눈이 쌓여 있으면 
리어 뷰 모니터에 물체가 분명히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청소하십시오.

• 카메라 렌즈에는 왁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희석한 순한 세정제를 적신 깨끗한 천으로 왁스를 
닦아낸 후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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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비
주의

• 카메라를 청소할 때 알코올, 벤진 또는 시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변색될 수 있습
니다.

• 모니터 화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카메라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카메라 ①에 먼지, 빗물 또는 눈이 쌓여 있으면 리어 
뷰 모니터에 물체가 분명히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카메라를 청소하려면 희석한 순한 세정제를 
적신 천으로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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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부 디스플레이)

2.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하부 디스플레이)

3. MENU 버튼

4.  CAMERA 버튼

LHA4750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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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물체가 
감지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므로 올바른 차량 
작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차량의 네 
모서리는 전체 감지 화면, 전방 감지 화면 또는 
후방 감지 화면에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 영역
입니다. 차량을 작동하기 전에 차량을 움직여도 
안전한지 항상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차량을 
서서히 작동하십시오.

• 운전자는 주차 및 기타 조작 시 항상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에서 먼지나 눈을 청소할 때 카메라 렌즈가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은 구획 주차 또는 평행 
주차 시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니터에는 차량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감지 화면이 
분할 화면 형태로 표시됩니다. 모든 감지 화면을 항상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감지 화면:
• 전방 감지 화면
차량 전방의 약 150도 부분을 감지합니다.

• 후방 감지 화면
차량 후방의 약 150도 부분을 감지합니다.

• 전체 감지 화면
위쪽에서 차량 주위를 감지합니다.

• 전방 측면 감지 화면
동반석 측 휠 주위 및 전방을 감지합니다.

• 전방 와이드 감지 화면
차량 전방의 약 180도 부분을 감지합니다.

•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
차량 후방의 약 180도 부분을 감지합니다. 

LHA4554

여러 감지 화면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은 전면 그릴, 사이드 미러 및 번호판 
① 바로 위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작동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변속레버를 R 
(후진) 위치로 옮기거나  CAMERA 버튼을 
누르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작동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
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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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전체 감지 화면일 때 처음으로 카메라
를 작동하면 상부 디스플레이에 빨간색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이는 소나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감지 화면
 경고

• 거리 표시선과 차폭선은 차량이 평평한 포장
도로 노면에 있을 때만 참조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거리는 차량과 표시된 물체 
사이의 실제 거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표시선과 전체 감지 화면을 참조 용도로 사용
합니다. 이러한 선과 전체 감지 화면은 승객 수, 
화물, 연료량, 차량 위치, 노면 상태 및 도로 등급
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크기가 다른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 예상 진로 
표시 및 전체 감지 화면이 올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이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모니터에 보이는 
물체는 화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습
니다.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모니터에 보이는 
물체는 화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
니다.

• 후방 감지 화면에 보이는 물체는 모니터 및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보입니다.

• 미러를 보거나 직접 확인하여 다른 물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 눈으로 덮인 도로나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예상 
진로 표시와 실제 진로 표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폭선과 예상 진로 표시는 실제 폭과 코스보다 
더 넓습니다.

• 후방 감지 카메라는 차량 뒤쪽 중앙에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된 선이 약간 우측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SAA1840

전방 감지 화면
전방 및 후방 감지 화면
차체 라인 Ⓐ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차폭과 거리를 
알려주는 표시선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거리 표시선:
차체와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 빨간색 선 ①: 약 0.5m(1.5ft) 
• 노란색 선 ②: 약 1m(3ft) 
• 녹색 선 ③: 약 2m(7ft)
• 녹색 선 ④: 약 3m(10ft)(장착된 경우)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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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감지 화면
차폭 표시선 ⑤:
후진 시 대략적인 차폭을 표시합니다.
예상 진로 표시 ⑥:
차량 작동 시 예상 진로를 표시합니다. 예상 진로 
표시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상 진로 표시는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돌리는지
에 따라 이동하며 스티어링 휠이 중앙 위치일 때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10km/h(6mph)를 넘을 때는 전방 감지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모니터에 전방 감지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중립 위치에서 약 90도 이하로 돌리면 좌우 
예상 진로 표시 ⑥가 모두 표시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약 90도 이상 돌리면 회전 방향과 반대쪽의 라인만 
표시됩니다.

전방 감지 화면

LHA4534

전체 감지 화면
전체 감지 화면은 차량을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내
므로 차량 위치와 주차 공간에 대한 예상 진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아이콘 ①은 차량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전체 
감지 화면에 보이는 물체 간 거리는 차량과의 실제 
거리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 ②은 검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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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감지 화면

LHA4535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사각지대 ②는 전체 감지 
화면이 표시된 후 몇 초간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
니다. 사각지대는 점화스위치를 처음으로 ON 위치에 
놓을 때만 표시됩니다.
또한 사각지대 모서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첫 
3초간 ③ 깜박여 운전자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합니다.
예상 진로 표시 ④는 차량 운행 시 예상 진로를 표시
합니다. 예상 진로 표시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상 진로 표시는 스티어링 휠
을 얼마나 돌리는지에 따라 이동하며

스티어링 휠이 중립 위치일 때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전방 감지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중립 위치에서 약 90도 이하로 돌리면 2개의 
녹색 예상 진로 표시가 차량 앞에 표시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약 90도 이상 돌리면 차량 앞에 1개의 
녹색 예상 진로 표시가 나타나고 차량 측면에는 다른 
녹색 예상 진로 표시가 표시됩니다.
모니터에 후방 감지 화면이 표시되면 예상 진로 
표시가 차량 뒤쪽에 표시됩니다.

 경고

• 전체 감지 화면의 물체는 실제 거리보다 멀게 
보입니다.

• 연석이나 차량 등 높이가 높은 물체는 감지 화면 
사이의 경계선에서 표시되지 않거나 제대로 정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보다 위에 있는 물체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 카메라 위치가 변경되면 전체 감지 화면의 이미지
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지 화면 사이의 경계선에서는 지면의 선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이 차량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커집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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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2652

전방 측면 감지 화면 
표시선

차량의 대략적인 폭과 전면 끝을 나타내는 표시선이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차량 전면선 ①은 차량의 전면부를 나타냅니다.
차량 측면선 ②은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대략적인 
차폭을 나타냅니다.
전면선 ③ 및 측면선 ①의 연장선 ②은 모두 녹색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LHA4630

전방 와이드 감지 화면 
전방 와이드 및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
전방 와이드 및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은 전체 화면에 
더 넓은 영역을 보여주고 좌우측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에
는 약 180도의 영역이 표시되지만 전방 감지 화면과 
후방 감지 화면은 약 150도의 영역이 표시됩니다. 
전방 와이드 및 후방 와이드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 진로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 

LHA4820

거리 표시선:
차체와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 빨간색 선 ①: 약 0.5m(1.5ft) 
• 노란색 선 ②: 약 1m(3ft) 
• 녹색 선 ③: 약 2m(7ft)
• 녹색 선 ④: 약 3m(10ft) (장착된 경우)
차폭 표시선 ⑤
후진 시 차폭을 표시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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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거리와 실제 거리 간 차이
지면에 표시된 표시선과 위치는 대략적인 참고 
용도일 뿐입니다. 오르막 또는 내리막 노면의 물체 
또는 돌출된 물체는 표시선에 대해 모니터에 표시된 
것과는 실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그림 참조). 
의심이 들 때는 후진 중 몸을 돌려 직접 물체를 
보거나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LHA4644

가파른 오르막길 후진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후진할 때 거리 표시선과 차폭 
표시선은 실제 거리보다 더 가깝게 보입니다. 오르
막길에서는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모든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LHA4645

가파른 내리막길 후진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후진할 때 거리 표시선과 차폭 
표시선은 실제 거리보다 더 멀어 보입니다. 내리막
길에서는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모든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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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1201

돌출된 물체 근처로 후진
예상 진로 표시 Ⓐ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물체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체가 실제 후진 경로 상에서 
돌출된 경우에는 차량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LHA4646

돌출된 물체 뒤로 후진
위치 Ⓒ는 화면에 표시된 위치 Ⓑ보다 멀리 표시됩
니다. 그러나 위치 Ⓒ는 실제로 위치 Ⓐ와 동일한 
거리에 있습니다. 물체가 실제 후진 경로 상에서 
돌출된 경우에는

위치 Ⓐ로 후진할 때 해당 물체와 부딪힐 수 있습
니다.

예상 진로 표시를 이용한 주차 방법
 경고

• 크기가 다른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 예상 진로 
표시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눈으로 덮인 도로나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예상 
진로 표시와 실제 진로 표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방전된 경우 예상 진로 
표시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엔진 작동 중 스티어링 휠을 한쪽 잠금 위치
에서 다른쪽 잠금 위치까지 돌립니다.

 � 5분 넘게 차량을 직선 도로에서 주행합니다.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예상 진로 표시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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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1197

1. 주차하기 전에 주차 공간이 안전한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2. 변속레버를 R(후진) 위치로 놓으면 차량의 
후방 상황이 화면 Ⓐ에 표시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HA1198

3. 예상 진로 표시 Ⓑ가 주차 공간 Ⓒ으로 들어가
도록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후진합
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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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진로 표시를 보면서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차폭 표시선 Ⓓ이 주차 공간 Ⓒ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5. 해당 주차 공간에 완전하게 주차한 경우 변속레버 
근처에 위치한 주차 버튼을 눌러 P(주차) 위치
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디스플레이 전환 방법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엔진 작동 중 

 CAMERA 버튼을 누르거나 변속레버를 R 
(후진) 위치로 옮기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작동
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변속레버 위치에 따라 여러 
다른 분할 화면을 표시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
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AMERA 버튼
을 누르거나 “Change View(감지 화면 변경)” 키를 
눌러 이용 가능한 감지 화면을 서로 전환합니다.

변속레버가 R(후진) 위치에 있을 때 사용 가능한 
감지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방 감지/전체 감지 분할 화면
• 후방 감지/전방 측면 감지 분할 화면
•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
변속레버가 P(주차) 또는 D(주행) 위치일 때 사용 
가능한 감지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 감지/전체 감지 분할 화면
• 전방 감지/전방 측면 감지 분할 화면
• 전방 와이드 감지 화면
디스플레이가 어라운드 뷰 모니터 화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속레버가 D(주행) 위치일 때 차량 속도가 약 

10km/h(6mph) 넘게 증가하는 경우
• 다른 감지 화면을 선택한 경우

LHA4265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설정
원하는 설정에 맞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설정하
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Settings(설정)” 키를 선택한 후 “Camera/Sonar 
(카메라/소나)” 키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 “Camera 
(카메라)” 키를 선택합니다.
소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카메라 지원 
주차 센서(소나)”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플레이 화면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화면 조정”
을 참조하십시오.
화면 구성 및 표시 항목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
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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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4557

Back-up Collision Intervention(후진 충돌 개입)
(장착된 경우):
후진 충돌 개입(BCI) 시스템을 켜거나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후진 충돌 
개입(BCI)”을 참조하십시오.
Moving Object Detection(MOD) (이동물체감지):
이 항목을 켜면 MOD가 작동됩니다. 이 항목을 끄면
(표시 꺼짐) MOD 시스템이 작동 중지됩니다.

MOD Volume(MOD 음량):
디스플레이 화면의 “+” 또는 “-” 키를 눌러 “High 
(고음)”, “Mid(중음)” 또는 “Low(저음)” 중에서 MOD 
음량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은 “Moving Object 
Detection(이동물체감지)”이 켜져 있을 때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on-viewable Area Reminder(사각지대 알림):
이 항목을 켜면 전체 감지 화면이 표시된 후에 몇 초 
동안 사각지대가 노란색으로 강조표시됩니다. 사각
지대가 처음으로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은 
후에만 표시됩니다.
Predicted Course Lines(예상 진로 표시):
이 항목을 켜면 전방 감지 화면, 후방 감지 화면, 전체 
감지 화면에 예상 진로 표시가 표시됩니다.
Automatic Display with Sonar(소나 자동 디스
플레이):
이 항목을 켜면 소나가 측정한 물체와의 거리가 
짧아지고 있을 때 카메라 화면이 자동으로 디스플
레이에 표시됩니다.

LHA4629

화면 조정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어라운드 뷰 모니터 화면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있을 때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ttings(설정)” 키를 누른 후 “Camera/Sonar 
(카메라/소나)” 키를 누릅니다.

3. “Display(디스플레이)” 키를 누릅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원하는 항목 “Brightness(밝기)”, 
“Contrast(대비)”, “Black Level(블랙 레벨)”, 
“Tint(색조)” 및 “Color(색상)”를 선택한 후 “+” 
또는 “-” 키를 눌러 값을 조정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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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Settings(설정 리셋)”을 눌러 모든 설정을 
기본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CAMERA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인피
니티 컨트롤러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리거나 움직
이면 주간/야간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CAMERA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AUTO 모드
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상부 디스플레이에 조정 화면
이 표시될 때 “+” 또는 “-” 키를 눌러도 됩니다.
참고: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 때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Brightness(밝기)”, “Contrast(대비)”, “Black 
Level(블랙 레벨)”, “Tint(색조)” 및 “Color(색상)”
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워야 합니다.

LHA4348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제한

 경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설명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사이드 미러가 저장된 위치인 상태에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를 사용하여 차량을 작동할 때는 리프트게이트
를 확실히 닫아야 합니다.

•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보이는 물체와의 거리는 
실제 거리와 다릅니다.

• 카메라는 전면 그릴, 사이드 미러 및 뒤 번호판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리는 어떤 
것도 차량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 고압의 물로 세차할 때 카메라 주변에는 물을 
분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카메라 장치에 물이 
들어가 렌즈에 물이 응결되거나 기능이상이 발생
하거나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를 치지 마십시오. 정밀 기기입니다. 타격
을 가하면 기능 이상이 발생하거나 파손되어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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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물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영역도 일부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는 경고하지 못합니다. 전방 
또는 후방 감지 화면 디스플레이가 표시될 때 범퍼 
아래 또는 지면의 물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전체 감지 화면이 선택된 경우 카메라 감지 영역
의 경계선 ② 가까이 있는 높이가 큰 물체는 모니터
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작동 제한 사항이며 시스템 기능 이상이 아닙
니다.
• 감지 화면 간 전환 시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을 경우 화면에 물체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강한 빛이 카메라에 직접 비치면 물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광등 아래에서는 화면이 깜빡일 수 있습니다.
•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나타나는 물체의 색상이 
실제 물체의 색상과는 다소 달라 보일 수 있습
니다.

• 어두운 환경에서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나타
나는 물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물체의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체 감지 화면에서 각 카메라 화면의 선명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렌즈에는 왁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희석한 순한 세정제를 적신 깨끗한 천으로 왁스를 
닦아낸 다음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LHA4570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되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주행 
작동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검사가 필요합
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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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4571

“[X]”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되면 카메라 이미지가 
주변 장치에서 일시적인 전자 교란을 수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주행 작동을 방해

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LHA4554

시스템 정비
주의

• 카메라를 청소할 때 알코올, 벤진 또는 시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변색됩니다.

• 모니터 화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카메라
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카메라 ①에 먼지, 빗물 또는 눈이 있으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물체가 분명히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청소하려면 희석한 순한 세정제를 
적신 천으로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카메라 지원 주차 센서 
(소나) (장착된 경우)

 경고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소나 기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소나는 편리한 장치입니다. 올바른 주차 조작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이 기능은 고정되어 있는 큰 물체의 감지를 도와 

차량 파손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전자는 주차 및 기타 조작 시 항상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주차 전 항상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 섹션에 수록된 주차 센서 시스템의 제한 사항

을 읽고 숙지하도록 합니다.
소나 기능은 차량을 주차할 때 경고음을 울리고 
시각적 경고를 통해 차량 주변에 고정된 큰 물체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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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5767

1. 상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부 디스플레이)

2. 소나 인디케이터

3.  CAMERA 버튼

4.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하부 디스플레이)

5. MENU 버튼

소나 시스템 작동
시스템은 변속 레버가 “D”(주행) 위치에 있을 경우
에는 전방에 물체가 있을 때 신호음을 울리고 “R”
(후진)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전방 및 후방에 물체가 
있을 때 신호음을 울립니다.
카메라 이미지가 중앙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면 시스템
이 변속 레버의 위치와는 상관 없이 소나 표시를 
합니다.
이 시스템은 10km/h(6mph) 이상의 속도에서는 
작동 중지됩니다.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다시 작동
합니다.
소나 표시와 전방 감지, 전방 와이드 감지, 후방 감지 
및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의 색상은 물체와의 다양한 
거리를 표시합니다.
물체가 감지되었을 때 표시(녹색)가 나타나 깜빡이고 
신호음이 간헐적으로 울립니다. 차량이 물체에 더 
접근하면 표시가 노란색으로 바뀌며 점멸 속도가 
빨라지고 신호음도 커집니다. 차량이 물체와 아주 
근접하면 표시가 점멸을 멈추고 빨간색으로 바뀌며 
신호음이 계속 울립니다.
간헐적인 신호음은 코너 소나만 물체를 감지했을 
때 3초 후에 정지하고 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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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음은 물체가 더 이상 차량 근처에 존재하지 않을 
때 멈춥니다.

LHA4559

소나 기능 켜기 및 끄기
“ ” 키 Ⓐ를 선택하면 표시 Ⓑ가 꺼지고 소나가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이와 동시에 이동물체감지

(MOD) 시스템도 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이동물체감지(MOD)”를 참조하십시오. “ ” 키 
Ⓐ를 다시 선택하면 표시가 켜지고 소나가 다시 켜집
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소나가 자동으로 다시 켜집니다.

LHA4273

• 변속레버를 “R”(후진) 위치에 놓은 경우

•  CAMERA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 화면 
이외의 다른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경우

• 차량 속도가 약 10km/h(6mph) 미만으로 감소
하는 경우

•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후 다시 ON 
위치로 돌린 경우

소나 시스템이 모두 함께 작동하지 않도록 “Sonar 
(소나)”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소나 기능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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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4609

소나 기능 설정
원하는 설정으로 소나 기능을 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하부 디스플레이의 “Settings 
(설정)” 키를 선택하고 “Camera/Sonar(카메라/소나)” 
키를 선택한 후 “Sonar(소나)” 키를 선택합니다.
화면 구성 및 표시 항목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
니다.
Sonar(소나): 이 항목을 켜면 전방 및 후방 소나가 
작동되며 소나 표시 Ⓒ가 차량 모서리에 나타나 
장애물이 근처에 있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소나 표시 Ⓓ가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측면 
감지, 전방 또는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에도 나타나
므로 장애물이 근처에 있을 때  운전자를 지원할 수

LHA4610

있습니다. 이 항목을 끄면(표시 꺼짐) 전방 및 후방 
소나가 작동 중지됩니다. 노란색 마커가 차량 아이콘 
모서리에 표시되며 소나 아이콘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디스플레이의 “ ” 키 Ⓐ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번에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회색 소나 
아이콘이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잠시 동안 깜박여 
소나 시스템이 꺼져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FR sensor only(FR 센서만 작동): 이 항목을 켜면 
전방 소나 센서만 작동합니다.

Interrupt Display(디스플레이 중단): 이 항목을 
켜면 상부 디스플레이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현재 화면을 중단시켜 차량의 주변 영역을 확인합
니다.
Sonar Sensitivity(소나 감도): 메뉴 화면의 “+” 
또는 “-” 키를 눌러 소나의 감도를 조정합니다.
Sonar Volume(소나 음량): 메뉴 화면의 “+” 또는 
“-” 키를 눌러 버저 음량을 조정합니다.

소나 시스템 제한
 경고

소나 기능에 대한 시스템 제한 사항이 아래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궂은 날씨나 자동 세차기, 트럭의 압축 공기 

브레이크 또는 공압 드릴 등 초음파 발생 원인이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에는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 이 시스템은 소형이나 이동 물체와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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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은 범퍼 아래의 작은 물체는 감지하지 
않으며 범퍼에 가까이 있거나 지면에 있는 물체
는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이 다음 물체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눈, 천, 면, 유리 또는 양모 등 보송보송한 
물체

 �로프, 와이어 또는 체인 등 가느다란 물체

 �쐐기 모양의 물체

• 차량의 범퍼가 손상되어 잘못 맞춰지거나 구부
러진 경우 감지 영역이 변경되어 장애물이 부정확
하게 측정되거나 경보가 잘못 울릴 수도 있습
니다.

주의

과도한 소음(오디오 시스템 음량이 높거나 차량의 
윈도우가 열려 있을 경우 등)은 경보음에 지장을 주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노란색 마커가 차량 아이콘 모서리에 표시되어 카메라 
설정 메뉴에서 기능을 작동할 수 없는 경우(설정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됨) 소나 시스템의 기능이상
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
주의

소나 센서(앞 및 뒤 범퍼에 위치)의 표면에 눈, 얼음 
또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소나 센서를 
청소할 때는 표면을 긁지 마십시오. 센서가 덮여 
있으면 센서 기능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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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물체감지(MOD)(장착된 경우)

1. 상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부 디스플레이)

2.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하부 디스플레이)

3. MENU 버튼

4.  CAMERA 버튼

LHA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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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이동물체감지(Moving Object Detection, 
MOD)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MOD 시스템은 올바른 차량 운행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차량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주차 등의 차량 조작 시 항상 사이드 미러 및 
룸 미러를 사용하거나 어깨 너머로 직접 주위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 시스템은 10km/h(6mph) 이상의 속도에서는 
작동 중지됩니다.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다시 
작동합니다.

• MOD 시스템은 주변의 정지된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MOD 시스템은 차고 밖으로 운전해 나올 때, 주차장에 
주차할 때, 그 외의 다른 경우에 차량 주변에서 움직
이는 물체를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MOD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이미지에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합니다.

MOD 시스템 작동
MOD 시스템은 다음 조건에서 자동으로 켜집니다.
• 변속레버가 R (후진) 위치에 있는 경우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AMERA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화면을 작동시키는 경우

• 차량 속도 약 10km/h(6mph) 미만으로 감소하고 
카메라 화면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경우

LHA4572

전방 감지 화면 및 전체 감지 화면
MOD 시스템은 카메라 화면이 표시될 때 다음과 
같은 상태로 작동합니다.
• 변속레버가 P(주차) 또는 N(중립) 위치에 있고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MOD 시스템은 전체 
감지 화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합니다. 
MOD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가 안팎으로 움직
이거나 접혀 있거나 앞 도어 중 하나가 열리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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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와이드 감지 화면
• 변속레버가 D(주행) 위치일 때 차량 속도가 약 

10km/h(6mph) 미만인 경우 MOD 시스템이 
전방 감지 또는 전방 와이드 감지 화면에서 움직
이는 물체를 감지합니다.

LHA4560

후방 감지 화면 및 전체 감지 화면
• 변속레버가 R(후진) 위치일 때 차량 속도가 약 

10km/h(6mph) 미만인 경우 MOD 시스템이 
후방 감지 또는 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에서 움직
이는 물체를 감지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OD 시스템은 
리프트게이트가 열려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MOD 시스템은 전방 측면 감지 화면으로는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MOD 아이콘은 이 화면
일 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후방 감지 화면 및 전방/측면 감지 화면

LHA4561

참고:
차량에 후진 충돌 개입(BCI)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변속레버가 R(후진) 위치이면 “ ” 키 ⑤가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 표시선, 아이콘 및 메시지
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후진 충돌 개입
(BCI)”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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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와이드 감지 화면
MOD 시스템이 차량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
지하면 물체 감지 화면에 노란색 프레임이 표시됩
니다. MOD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동안 노란색 프레임이 계속 표시됩니다.
참고:
소나/BCI 차임(장착된 경우)이 울리지만 MOD 시
스템은 차임이 울리지 않습니다.
전체 감지 화면에는 움직이는 물체가 감지되는 위치
에 따라 노란색 프레임 ①이 모든 카메라 이미지
(앞, 뒤, 좌, 우)에 표시됩니다.

전방 감지 화면 및 후방 감지 화면 모드에서는 모든 
화면에 노란색 프레임 ②이 표시됩니다.
파란색 또는 녹색 MOD 아이콘 ③이 MOD 시스템이 
작동하는 화면에 표시됩니다. 회색 MOD 아이콘이 
MOD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화면에 표시됩니다.
MOD 시스템이 꺼지면 MOD 아이콘 ③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MOD 켜기 및 끄기
1. 하부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ttings(설정)” 키를 선택합니다.

3. “Camera/Sonar(카메라/소나)” 키를 선택합니다.

4. “Camera(카메라)” 키를 선택합니다.

5. 메뉴 화면의 “Moving Object Detection(이동
물체감지)”를 선택하여 켜거나 끕니다. 

상부 디스플레이의 “ ” 키 ④를 눌러도 MOD를 
켜거가 끌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소나 또는 MOD 시스템을 완전히 
끄는 경우 “ ” 키에서 “ ” 또는 “MOD”가 
사라집니다. 설정 메뉴에서 두 시스템 모두 완전히 
끈 경우“ ” 키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MOD Volume(MOD 음량):
메뉴 화면의 “+” 또는 “-” 키를 선택하여 MOD 경고음
의 음량을 조정합니다.

MOD 시스템 제한
 경고

MOD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설명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
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에는 MOD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고 차임이 지나친 소음(예: 오디오 시스템 음량 
또는 내린 윈도우를 통해 나는 소음)과 섞여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MOD 시스템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환경적 조건 
및 주위 물체에 따라 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배경과 움직이는 물체의 대비가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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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멸하는 불빛이 주위에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의 전조등 또는 햇빛과 같은 강한 
빛이 있을 경우

 �미러가 접히는 등의 이유로 카메라 방향이 
정상 위치가 아닐 경우

 �카메라 렌즈에 먼지, 물방울 또는 눈이 있을 
경우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변경이 없을 경우

• MOD 시스템은 카메라 렌즈에 맺혀 흘러내리는 
물, 머플러의 흰 연기, 움직이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 MOD 시스템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방향, 
거리 또는 모양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카메라가 설치된 부분이 손상되어 잘못 맞춰지
거나 구부러진 경우 감지 영역이 바뀌어 MOD 
시스템이 물체를 올바로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을 경우 화면에 물체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능 이상이 아닙니다.

참고:
파란색 또는 녹색 MOD 아이콘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 시스템의 기능이상일 때
• 구성부품 온도가 고온이 될 때(아이콘 점멸)
• 후방 감지 카메라가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아이콘 
점멸)

아이콘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계속 켜지는 경우 
MOD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HA4554

시스템 정비
주의

• 카메라를 청소할 때 알코올, 벤진 또는 시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변색됩니다.

• 모니터 화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카메라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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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①에 먼지, 비 또는 눈이 쌓인 경우 MOD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를 청소하려면 희석한 순한 세정제를 적신 천으로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송풍구

LHA4575

송풍구 슬라이드 및/또는 송풍구 어셈블리를 움직여 
중앙 송풍구 ①, 운전석과 동반석 측의 송풍구 ②, 
후방 송풍구 ③의 송풍 방향을 조정합니다.

다이얼로 송풍구를 열거나 닫습니다. 다이얼을 
 방향으로 움직이면 송풍구가 열리고  

방향으로 움직이면 닫힙니다.

이동물체감지(MOD)(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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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4574

히터 및 에어컨(자동)

1. 하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하부 디스플레이)

2.  온도 조절(증가) 버튼(동반석 측)

3.  온도 조절(감소) 버튼(동반석 측)

4.  내기 순환 버튼

5.  앞유리 디포거 버튼

6.  뒷유리 디포거 및 사이드 미러 디포거 
스위치

7. ON-OFF 버튼

8.  CLIMATE 버튼

9.  MENU 버튼

10.  수동 송풍 방향 선택 버튼

11.  팬 속도 감소 버튼

12.  팬 속도 증가 버튼
13. AUTO 버튼

14.  온도 조절(감소) 버튼(운전석 측)

15.  온도 조절(증가) 버튼(운전석 측)

 경고

• 에어컨 냉각 기능은 엔진이 작동 중일 때에만 
작동합니다.

• 어린이 또는 일상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차내에 홀로 남겨두거나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자칫 의도치 않은 차량 
조작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우발적으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덥고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는 닫힌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
하여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
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 내기 순환 모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내 공기가 탁해져서 윈도우에 김이 서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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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동을 걸고 컨트롤을 조작하여 에어컨을 작동
시킵니다.
참고:
• 자동차 내외로부터의 악취가 에어컨 장치에 쌓여 

송풍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히터 및 에어컨의 내기 순환 모드를 
끄도록 하십시오. 이는 실내 악취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 작동
AUTO 버튼을 눌러 송풍 방향, 온도 및 풍속을 자동
으로 유지하는 자동 컨트롤 모드를 설정합니다.

냉방 및/또는 제습 난방(AUTO)
시스템이 자동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작동을 
하므로 이 모드는 연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풍 
방향, 내·외기 제어 및 풍속 역시 자동으로 조절됩
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메뉴의  CLIMATE 버튼을 
누릅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 CLIMATE(온도 
조절) 화면이 나타납니다.

2. AUTO 버튼을 눌러 켭니다 (버튼의 표시등이 
켜지고 AUTO가 CLIMATE(온도 조절) 화면에 
표시됩니다).

3.   온도 조절 버튼(운전석 측)을 눌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 차내 온도는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송풍 방향, 
내·외기 제어 및 풍속 역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 공기가 급속 냉각되기 때문에 고온의 습한 상태로 
송풍구에서 나오는 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습 성에/김서림 제거
1.  앞유리 디포거 버튼을 눌러 켭니다 (버튼

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2.  , 온도 조절 버튼으로 원하는 온도
를 설정합니다.

• 윈도우 바깥 부분에서 얼음을 신속하게 제거

하려면  풍속 조절 버튼을 사용하거나 
“ ” 키를 눌러 풍속을 최대로 설정합니다.

• 앞유리가 깨끗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AUTO 
버튼을 눌러 자동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  앞유리 디포거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약 0°C(32°F)를 초과하는 외부 온도에서 자동
으로 켜져 앞유리에 서린 김을 제거합니다. 내기 
순환 모드가 자동으로 꺼져 외부 공기가 차내로 
유입되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김서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온도 조절 가능 원격 엔진 시동
(장착된 경우)
자동 온도 조절 및 원격 엔진 시동 기능 장착 차량은 
외부 및 실내 온도에 따라 원격 엔진 시동 기능 작동 
시 자동 난방 또는 냉방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동안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까지 온도 
조절 디스플레이 및 버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원격 
엔진 시동 김서림 제거 모드일 때 뒷유리 디포거, 
온열 시트(장착된 경우) 및 온열 스티어링 휠(장착된 
경우)이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원격 엔진 
시동 냉방 모드일 때엔 온도 조절 시트(장착된 경우)
가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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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 기능(장착된 경우)
온도 조절 시스템이 켜져 있으면 풍속이 자동으로 
감소되므로 더욱 쉽게 명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풍속 감소 및  증가 버튼을 사용
하여 풍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작동
풍속 조절

 풍속 증가 또는  풍속 감소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풍속을 조절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의 
“ ” 또는 “ ” 키를 눌러도 풍속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UTO 버튼을 누르면 자동 풍속 조절로 돌아갑니다.

온도 조절
 , 온도 조절 버튼을 위아래로 눌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온도는 다음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8 - 32°C
• 64 - 90°F

내기 순환
 내기 순환 버튼을 눌러 차내의 공기가 재순환

하도록 합니다. 버튼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외부 온도가 21°C(70°F)를 초과하면 에어컨 시스템
이 자동으로 내기 순환 모드로 기본 설정되어 전체 
전력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내기 순환 모드를 종료
하려면  내기 순환 버튼을 선택 해제(표시등 
꺼짐)하여 외기 모드로 설정합니다.

자동 내·외기 제어
AUTO 모드에서는 내·외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내·외기를 수동으로 조절하려면  내기 순환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조절 모드로 돌아가려면 약 
2초간  내기 순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표시등이 두 번 깜박이고 내·외기가 자동으로 조절
됩니다.

송풍 방향 선택
 버튼을 눌러 송풍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합

니다. 이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사용 가능한 
모드를 모두 거치며 하부 디스플레이에 해당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의 CLIMATE(온도 
조절) 화면에 표시된 “ ” 키를 눌러도 송풍 방향
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중앙 및 측면 송풍구를 통해 송풍
 — 중앙/측면 송풍구 및 발밑 송풍구를 통해 

송풍

 — 발밑 송풍구를 통해 송풍
 — 디포거 및 발밑 송풍구를 통해 송풍

시스템 끄기
ON-OFF 버튼을 누릅니다.

CLIMATE 버튼
 CLIMATE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CLIMATE(온도 조절) 화면이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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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유리 디포거 및 사이드 미러 디포거 스위치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뒷유리 디포거 및 사이드 미러 디포거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LHA4686

작동 도움말
계기판에 있는 센서, Ⓐ 및 Ⓑ는 시스템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센서 위나 주변
에 어떤 물체도 놓아두지 마십시오.

• 엔진 냉각수 온도 및 외부 온도가 낮을 때 디포거 
또는 발밑 송풍구에서 송풍되어 자동 난방 모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냉각수 온도가 따뜻해진 후 발밑 송풍구에서 
공기가 정상적으로 유동합니다.

• 공기가 급속 냉각되기 때문에 고온의 습한 상태로 
송풍구에서 나오는 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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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장착된 경우)

온도 조절 설정 화면
온도 조절 설정은 화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설정 항목은 모델 및 제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부 디스플레이 메뉴의  CLIMATE 버튼을 
누릅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 CLIMATE(온도 조절) 
화면이 나타납니다.

난방(A/C 꺼짐)
에어컨은 이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난방만 
필요하면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B형(장착된 경우)

LHA4687

1.  CLIMATE 버튼을 누릅니다.
2. 온도 조절 시스템이 꺼진 경우 ON-OFF 버튼을 

눌러 켭니다.

3.  A/C 표시등이 켜진 경우 “  A/C” 키를 
눌러 A/C를 끕니다.

4. 운전석의   온도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 AUTO 모드일 때 차내 온도는 자동으로 유지됩
니다. 송풍 방향 및 풍속 역시 자동으로 조절됩
니다.

• 외부 공기 온도보다 낮게 온도를 설정하지 마십
시오.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단, 윈도우에 김이 서릴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부 온도가 약 0°C(32°F)까지 감소되면  A/C 
표시등이 켜져도 A/C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어컨(A/C)
“  A/C” 키를 눌러 A/C 모드를 켜거나 끕니다. 
효과적인 냉방 및 제습을 위해 A/C 모드를 켭니다. 
A/C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 A/C 모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동기화 모드 설정:
하부 디스플레이의 “  SYNC” 키를 사용하면 
운전석, 동반석 및 뒷좌석(장착된 경우) 온도 설정
점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온도 설정
이 동기화되어 SYNC 표시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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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 온도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 동반석 및 
뒷좌석(장착된 경우) 온도 설정이 동시에 업데
이트됩니다.

• 동반석 또는 뒷좌석(장착된 경우) 온도 버튼을 
누르면 SYNC 모드가 종료되고 표시등이 꺼지
며 누른 버튼에 따라 온도가 업데이트됩니다. 
운전석 온도는 수동으로 변경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티어링 휠 히터(장착된 경우)
하부 디스플레이의 CLIMATE(온도 조절) 화면에 
표시된 “  Steering Heater(스티어링 히터)” 
키를 눌러 스티어링 휠 히터를 켜거나 끕니다. 스티
어링 휠 히터가 켜져 있으면 표시등이 켜집니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ACCS)(장착된 경우)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ACCS)은 배기가스/외부 
악취 감지 센서가 내장된 자동 내기 순환 조절 기능과 
이온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차내 공기 청정 효과를 
유지합니다.

LHA4632

1. “Auto Recirc(자동 내기 순환)” 키

이 키를 누르면 자동 내기 순환 모드가 켜집니다.

2. 플라즈마클러스터 아이콘

플라즈마클러스터 이온 배출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온 발생장치: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ACCS)은 송풍구에서 
배출된 공기에 고도로 농축된 플라즈마클러스터

(Plasmacluster) 이온을 생성하여 실내로 스며든 
악취를 감소시키고 공기 중의 박테리아를 억제합
니다. 고밀도

플라즈마클러스터 이온의 경우 피부 수분 보존 효과
가 입증되었습니다.
CLIMATE(온도 조절) 화면의 플라즈마클러스터 
아이콘은 시스템에서 배출된 플라즈마클러스터 
이온 상태를 표시하며 송풍량에 따라 변합니다.
배기가스/외부 악취 감지 센서 내장 자동 내기 순환 
조절: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ACCS)에는 배기가스/외부 
악취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동 내기 순환 조절 
기능이 작동되면 센서가 펄프 및 화학약품과 같은 
차량 외부 악취와 휘발유나 디젤과 같은 배기가스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악취나 가스가 감지되면 디스
플레이 및 시스템이 외기 모드에서 내기 순환 모드로 
자동 변경됩니다.
자동 내기 순환 모드가 켜져 있으면 첫 5분 동안은 
내기 순환 모드가 선택되므로 먼지, 오물 및 꽃가루가 
차량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되고 차내의 공기 
청정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5분 후 센서가 배기가스를 감지하면 내기 순환 모드
와 외기 모드 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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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내기 순환 모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풍 방향 선택이 앞유리 디포거 모드가 아닌 
경우(  앞유리 디포거 버튼 표시등이 꺼짐)

• 외부 온도가 약 0°C(32°F) 이상인 경우

LHA4582

뒷좌석 온도 스위치

뒷좌석 온도 조절
1. 뒷좌석 온도 디스플레이

2.  뒷좌석 온도 조절(증가) 버튼

3.  뒷좌석 온도 조절(감소) 버튼
콘솔 뒤쪽의 버튼을 사용하여 뒷좌석에 앉은 승객에 
대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뒷좌석 온도가 증가합니다.
를 누르면 뒷좌석 온도가 감소합니다.

동반석에 앉은 승객이 CLIMATE(온도 조절) 화면
의  SYNC 키를 누르면 뒷좌석 온도 설정이 
운전석 및 동반석 설정과 동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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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히터 및 에어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2. “Settings(설정)” 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화살표
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 후 “Other(기타)” 
키를 누릅니다.

3. CLIMATE 키를 누릅니다.

이용 가능한 설정 항목은 모델 및 제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
• Use A/C While Idle(공회전 시 A/C 사용)
이 항목을 누르면 “공회전 정지 우선(Idling Stop 
Priority)” 모드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엔진 작동 
시 이 항목을 켜면 온도 조절 기능이 공회전 정지 
작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회전 정지 기능으로 엔진 시동을 끌 때 온도 
조절 시스템이 실내를 난방/냉방시킬 수 있습니다.

• Steering Wheel Heater(스티어링 휠 히터) 
(장착된 경우) 
누르면 스티어링 휠 히터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Auto Steering Wheel Heater(자동 스티어링 휠 
히터) (장착된 경우)
스티어링 휠 히터에 대한 자동 제어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켜면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 차량 실내 온도가 낮은 경우 
스티어링 휠 히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온도와는 
상관없이 스티어링 휠 히터는 30분 후 꺼집니다. 
CLIMATE(온도 조절) 화면의  “Steering 
Heater(스티어링 히터)” 키를 눌러 스티어링 휠 히터
를 수동으로 켜거나 끄는 경우 자동 스티어링 휠 히터 
제어 모드가 취소되어 수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스티어링 휠의 표면 온도가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범위 이내의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스템
이 스티어링 휠 히터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히터 및 에어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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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에어컨 시스템에는 환경을 고려하여 제조된 
냉매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냉매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인피니티 에어컨 정비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특수 
충전 장비와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부적당한 냉매나 
윤활유를 사용하면 에어컨 시스템이 심각하게 파손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의 “에어컨 시스템 냉매 및 오일 권장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환경 친화적”인 에어컨 시스템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에어컨 시스템에는 고압 상태의 냉매가 들어 있습
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숙련된 기술자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에어컨을 정비해야 합니다.

에어컨 정비 서비스 USB/iPod 충전 포트

1열

LHA4564

USB/iPod 충전 포트는 1열의 콘솔 박스 내부와 
2열의 센터 콘솔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는 호환 장치를 충전합니다.
참고:
USB/iPod 충전 포트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작동되지 않습니다. 계기판 밑면에 위치한 USB 
충전 포트를 통해서만 USB/iPod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2열

LHA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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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에는 샤크 핀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테나 패턴이 뒷유리 안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주의

• 뒷유리 근처에 증착 필름을 붙이거나 금속 부품
을 부착하면 안 됩니다. 수신이 잘 되지 않거나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뒷유리 안쪽을 청소할 때는 뒷유리 안테나에 
흠집이 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젖은 부드러운 천으로 안테나를 따라 가볍게 
닦아줍니다.

안테나 카 폰 또는 CB 라디오

CB, 아마추어 무선 장치 또는 카 폰을 차량에 장착할 
때는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장비로 인해 엔진 컨트롤 시스템과 
다른 전자 부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 차량 운행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운전 중
에는 휴대전화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핸즈프리 휴대전화 작동 모드 사용을 강력히 
권합니다. 차량 운행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매우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 전화 통화로 인해 차량 운행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
십시오.

주의

• 안테나를 가능한 한 전자 컨트롤 모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 안테나 와이어를 전자 컨트롤 시스템 배선으로
부터 20cm(8인치)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안테나 와이어가 배선 옆을 지나지 않도록 하십
시오.

•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대로 안테나 정재파비
(SWR)를 조정하십시오.

• CB 라디오 섀시에서 차체로 접지선을 연결
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
하여 정비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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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어린이 또는 일상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차내에 홀로 남겨두거나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자칫 의도치 않은 차량 
조작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우발적으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덥고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는 닫힌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
하여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
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화물을 로프나 고정줄로 적절하게 고정시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트 
등받이보다 높게 화물을 두면 안 됩니다. 급정지 
또는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화물로 인해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신차 구매 후 최초 몇 달 동안 차량 실내에서 강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냄새가 날 경우에는 실내를 
완전히 환기시켜 주십시오. 차량 승차 또는 차내에 
있을 경우 모든 윈도우를 열어 두십시오. 또한 차량 
실내 온도가 높거나 오랫동안 직사광선 아래 차량을 
주차해 둔 경우 에어컨의 내기 순환 모드를 끄거나 
윈도우를 열어 차량 실내로 충분한 양의 신선한 공기
가 들어 오도록 하십시오.

배기가스(일산화탄소) 
 경고

• 배기가스에는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가 함유
되어 있으므로 들이쉬지 마십시오. 일산화탄소는 
위험합니다. 많이 들이마시면 혼수상태나 사망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기가스가 차량 실내로 유입된다고 의심되면 
모든 윈도우를 완전히 열어 놓은 채로 운전하고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차고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 장시간 엔진을 켜둔 채 차량을 주차하지 마십시오.
• 운전 중에는 뒷좌석 송풍구 윈도우, 리프트게이트, 

도어, 트렁크(장착된 경우)를 닫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
니다. 이 중 하나를 열고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1. 모든 윈도우를 엽니다.

2.  내기 순환 버튼을 끄고 팬 컨트롤 다이얼
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공기를 순환
시킵니다.

• 전기 배선 또는 다른 케이블 연결부를 리프트
게이트 또는 차체의 밀봉 부분을 통해 트레일러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일산화탄소가 차량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비사
가 배기 시스템 및 차체를 검사해야 합니다.
a. 정비 서비스를 위해 차량을 들어올린 경우.

b. 배기가스가 차량의 실내로 유입된다고 의심
되는 경우

시동 및 주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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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배기 시스템이 작동되는 소리가 변했다고 
감지하는 경우

d. 교통사고로 배기 시스템, 차량 하부 또는 차량 
뒤쪽이 파손된 경우

삼원 촉매 장치
삼원 촉매 장치는 배기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배출 
컨트롤 장치입니다. 삼원 촉매 장치에서는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가 고온에서 연소됩니다.

 경고

• 배기가스와 배기 시스템은 매우 뜨겁습니다. 배기 
시스템 구성부품 주변에 사람, 동물, 가연성 
물질이 가까이 없도록 합니다.

• 마른 풀잎, 폐지 또는 헝겊더미와 같은 가연성 
물질 위에 차량을 멈추거나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런 물질은 착화되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
니다.

주의

유연 휘발유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연 휘발유에서 
생기는 퇴적물 때문에 배출 오염 물질을 줄여주는 
삼원 촉매 장치의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 엔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점화, 연료 
분사 또는 전기 시스템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연료 
농후 상태를 초래하여 삼원 촉매 장치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실화하거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작동 상태가 감지
되면 운전을 계속 하지 마십시오. 즉시 차량을 
검사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연료 레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피합
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엔진 실화의 원인이 되어 
삼원 촉매 장치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예열 중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엔진
회전수를 올리지 마십시오.

• 엔진 시동을 걸려고 차량을 밀거나 끌지 마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스페어 타이어(장착된 경우)를 포함하여 각 타이어는 
냉간 상태에서 매월 점검하여 차량 표식 또는 타이어 
공기압 라벨에 표시된 차량 제조업체 권장 공기압
까지 공기를 주입해야 합니다 (차량 표식 또는 타이어 
공기압 라벨에 표시된 다른 크기의 타이어가 차량
에 장착된 경우 해당 타이어에 올바른 타이어 공기
압을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안전 기능으로 1개 이상의 타이어 공기압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타이어 저압 표시장치를 켜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저압 표시장치가 켜질 때 
차량을 정지한 후 최대한 빨리 타이어를 점검하여 
올바른 공기압까지 공기를 주입해야 합니다. 압력이 
현저히 떨어진 타이어로 계속 주행하면 타이어가 
과열되어 파열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모자
라면 연비와 타이어 마모 한계 수명이 줄어들어 차량
의 운전 및 정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PMS은 올바른 타이어 점검 업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TPMS 타이어 
공기압 표시장치가 켜지는 수준까지 타이어 공기압
이 저하되지 않더라도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
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차량에는 TPMS 표시도 장착되어 있어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를 알려줍니다. TPMS 
기능이상 표시는 타이어 저압 표시장치에 결합되
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기능이상을 감지하면 이 
표시장치가 약 1분 동안 깜박이다가 계속 켜지게 
됩니다. 기능이상이 존재하는 한 나중에 차량 시동을 
거는 즉시 이 같은 결과가 지속됩니다. 기능이상 표시
가 켜지면 시스템이 설계 목적대로 타이어 저압을 
감지하거나 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TPMS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차량에 교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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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휠의 장착으로 인해 TPMS가 올바르게 작동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차량에 1개 
이상의 타이어 또는 휠을 교체한 후 TPMS 기능이상 
표시장치를 항상 점검하여 교체 타이어 및 휠을 
통해서도 TPMS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보장합니다.
추가 정보:
• 스페어 타이어와 같이 TPMS가 없는 휠을 교체
하면 TPMS가 스페어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니
터링하지 않습니다.

• TPMS는 25km/h(16mp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할 
때만 작동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타이어 공기압
의 급작스러운 강하(예: 주행 중 타이어 펑크 발생 
시)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타이어 공기압이 조정되어도 타이어 저압 경고등 
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권장 
공기압까지  공기가  주입된  후엔  25k m/h 
(16mph) 이상의 차량 속도로 주행해야 TPMS가 
작동되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꺼지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를 사용하여 타이어 공기
압을 점검합니다.

•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타이어 공기압 
저하가 감지되면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꺼지면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사라집니다.

•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는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져 TPMS 기능이상

을 표시하는 경우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차량의 작동과 외부 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열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이 상승하거나 하강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 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행 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줄이지 
마십시오. 외부 온도가 낮으면 타이어의 내부 
온도도 낮아져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수 있습
니다. 이런 경우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모든 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십시오.

• 타이어 표식은 운전석 도어를 열면 보입니다.
•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모든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제외)의 공기압을 점검할 수 있습
니다. 화면에 표시된 타이어 공기압 값 순서는 
실제 타이어 위치 순서와 일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타이어 저압 
경고등” 및 “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과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에 수록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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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전파는 의료 전기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해당 의료 전기 장비 제조업체에 장애 발생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 운전 중에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깜박이는 경우 
갑자기 주행 방향을 바꾸거나 급제동하지 말고 
차량 속도를 서서히 줄이다가 안전한 장소를 
택해 도로를 벗어나 가급적 빨리 차를 세웁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주행할 경우 타이어
가 영구히 손상될 수 있어 타이어 펑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각한 차량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명 부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두 
점검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타이어 표식의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으로 조정하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꺼집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면 가능한 한 신속히 교체용 타이어로 교체하
십시오 (펑크난 타이어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타이어 펑크”를 
참조하십시오).

• 스페어 타이어와 같이 TPMS가 없는 휠을 교체
하면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휠을 교체할 
경우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TPMS가 작동하지 않으며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약 1분간 깜박거립니다. 1분 후부터는 경고등이 
계속 켜집니다. 최대한 빨리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TPMS 시스템을 리셋하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인피니티가 본래 규정한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TPMS의 올바른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기능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
므로 타이어 액 또는 에어로졸 타이어 실런트를 
타이어에 주입하지 마십시오.

주의

• 휠에 체인이 장착되어 있거나 휠이 눈에 파묻힌 
경우 TPMS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윈도우에 증착 필름 또는 금속 부품(안테나 등)을 
놓으면 안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센서에서 전송
된 신호의 수신 상태가 불량해져 TPMS가 올바
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장치 및 트랜스미터가 일시적으로 TPMS 
작동을 간섭하여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질 수 있
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근처에 비슷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전기 장치가 있는 경우

• 차량 안 또는 근처에서 비슷한 주파수로 설정된 
트랜스미터를 사용 중인 경우

• 차량 안 또는 근처에서 컴퓨터(또는 유사한 장비) 
또는 DC/AC 컨버터를 사용 중인 경우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TPMS가 없는 휠 및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 TPMS를 교체했거나 ID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인피니티가 본래 지정한 휠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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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장착된 경우)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때 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는 차량 외부에 시각 및 청각 
신호를 제공하여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
까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차량 설정:
1. 안전하고 평평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킵니다.

2.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 놓습니다.

3.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엔진 시동
을 걸면 안 됩니다.

작동:
1.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2. 몇 초 후 비상등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3. 지정된 공기압에 이르면 혼이 한 번 울리며 
비상등이 더 이상 깜박이지 않습니다.

4. 각 타이어에 위의 단계를 실시합니다.

• 약 30kPa(4psi) 넘게 타이어에 과도하게 
공기가 주입되면 혼이 울리며 비상등이 세 번 
깜박입니다. 공기압을 교정하려면 타이어의 
밸브 스템 코어를 잠시 동안 밀어 공기압을 
해제합니다. 지정된 공기압이 되면 혼이 한 번 
울립니다.

•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한 후 약 15초 
안에 비상등이 깜박이지 않으면 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 TPMS가 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를 
작동시키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장치 또는 트랜스미터로부터 간섭이 
존재하는 경우

 �공기 주입 장치의 공기압이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 TPMS 시스템 기능이상인 경우

 �혼 또는 비상등 기능이상인 경우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식별 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배터리 용량이 낮은 
경우

• TPMS 간섭으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가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을 약 
1m(3 ft) 앞뒤로 움직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가 작동하지 않으면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를 사용하십시오.

포장 도로 및 오프로드(험로) 주행 시 
주의사항

유틸리티 차량은 다른 종류의 차량보다 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최저 지상고와 자동차의 높이

(무게중심)가 높은 유틸리티 차량은 광범위한 포장 
도로 및 험로(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상고
가 높다는 것은 또한 무게 중심이 일반 차량보다 
높은 곳에 위치함을 의미합니다. 지상고가 높아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상황 대처 능력이 한층 
우수해집니다. 그러나 차체가 낮은 스포츠 카가 오프
로드에서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차량은 일반적인 2륜 구동 차량과 같은 
속도로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고속에서는 급회전이나 급조작을 
삼가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
로 잘못된 차량 조작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전복 
충돌 사고 시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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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주행 안전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충돌 및 전복 방지
 경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통제력이 상실
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면서 방어 운전을 하십시오. 교통 법규
를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과속하거나, 코너링 시 지나
치게 속도를 내거나,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
하는 것과 같은 운전 습관은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어떤 차량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특히 차량 제어 능력 상실로 인해 
차량이 측면으로 미끄러질 경우에는 특히 다른 차량 
또는 물체와 충돌하거나 차량이 전복될 수 있습니다.
항상 집중하면서 운전하고, 피곤할 때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알코올 섭취나 약물(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 포함) 복용 상태에
서는 절대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항상 시트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반드시 본 설명서의 “안전 - 시트, 시트벨트,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섹션에 설명된 
대로 시트벨트를 착용하고 승객들도 착용하게 하십
시오.
시트벨트를 착용하면 충돌과 전복 사고 시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전복 충돌 사고 시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착용하면 올바로 착용한 경우
보다 부상 및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프로드(험로) 벗어나기
우측 또는 좌측 바퀴가 실수로 노면을 이탈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차량을 잘 제어하십시오. 이 절차는 일반
적인 참고 자료임을 유념하십시오. 차량은 차량, 도로, 
교통 조건에 따라 적절히 운행해야 합니다.
1. 침착함을 잃지 말고 과잉 반응을 피하십시오.

2. 브레이크를 밟지 마십시오.

3.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직선 코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4. 적절한 경우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천천히 
발을 떼어 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십시오.

5. 도로에 아무것도 없다면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를 따라 운전하십시오. 차량 속도를 줄이기 
전까지는 차량을 다시 노면 위로 주행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6. 안전한 상태가 되면 양쪽 타이어가 노면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서서히 스티어링 휠을 돌리십
시오. 모든 타이어가 노면 위에 놓이게 되면 차량
을 조향해 올바른 주행 차선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 차량,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을 다시 

노면 위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서서히 차량의 속도를 줄이다가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세우십시오.

급격한 공기압 손실
타이어가 연석이나 도로가 움푹 패인 곳과 충돌해 
펑크나 손상을 입은 경우 급격한 공기압 손실 또는 
“타이어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공기압 
손실은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급격한 공기압 손실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 속도에서는 
특히 차량 운전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기압을 유지하여 급격한 공기압 손실을 
방지하고 마모와 손상이 없는지 타이어를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 정비” 섹션의 “휠 및 타이어”를 참조하십시오. 
운전 중 타이어 공기압이 급격히 손실되거나 타이어가 
파열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차량을 잘 제어하십시오. 
이 절차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임을 유념하십시오. 
차량은 차량, 도로, 교통 조건에 따라 적절히 운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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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타이어 공기압에 갑작스런 손실이 있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조치는 차량 컨트롤 상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충돌이나 
인명 부상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은 대개 펑크난 타이어의 방향으로 움직입

니다.
• 급제동하지 마십시오.
•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급격히 발을 떼지 마십

시오.
• 스티어링 휠을 급격히 돌리지 마십시오.
1. 침착함을 잃지 말고 과잉 반응을 피하십시오.

2.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직선 코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3. 적절한 경우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천천히 
발을 떼어 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십시오.

4. 서서히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 가능하면 
통행 차량과 먼 곳으로 운전하십시오.

5.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서서히 차량을 
세우십시오.

6. 비상등을 켜고 현장 응급조치 서비스에 연락

하여 타이어를 교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타이어 펑크”
를 참조하십시오.

운전/악물 복용 후 운전
 경고

절대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 알코올은 조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반응 속도를 지연시키며 판단력을 흐립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다치게 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음주 운전 시의 
사고는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알코올 섭취 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피하는 일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주 운전 관련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취한 상태에 대해 지방마다 
법이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알코올로부터 받는 
영향은 다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의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음주와 운전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
니다! 또한 약물(일반의약품, 처방약, 불법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약물, 기타 건강 상태로 
인해 차량 운행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을 운전
해서는 안 됩니다.

주행 안전 주의사항
본 인피니티 차량은 일반도로 및 오프로드(험로) 
주행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오프로드
(험로) 차량과는 달리 주로 레저용으로 설계되었으
므로 깊은 물이나 진흙길 주행을 삼가도록 합니다.
불규칙한 노면에서의 주행이나, 눈길 또는 진흙길을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2륜구동 모드보다 4륜구동
(AWD) 모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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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경고

• 미끄러운 노면에서 앞바퀴가 헛돌 경우 AWD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AWD 시스템이 자동
으로 AWD에서 2WD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접지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트레 
일러를 견인 중일 때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AWD 모델).

• 오프로드(험로)에서는 주의해서 주행하고 위험한 
지역은 우회하십시오. 차량에 탑승한 승객은 모두 
시트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험로 주행 시에는 
특히 확실하게 시트벨트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가파른 경사면을 가로질러 주행하지 마십시오. 
경사면을 따라 위아래로 직진 주행을 하도록 
합니다. 오프로드 차량은 앞이나 뒤보다는 옆으로 
기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어느 차량에서나 경사면 주행은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파른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차량이 멈출 수 있으며, 경사면을 내려올 때에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사면
을 가로질러 운행할 경우 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 차량을 제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내리막길 
주행에서는 기어를 바꾸지 마십시오.

• 오르막길 주행 시에도 주의를 늦추어서는 안 됩
니다. 급격한 경사 변화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돌발적인 여러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 엔진이 멈추거나 가파른 언덕길을 완전히 주행
하지 못하더라도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차량
이 기울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R(후진) 
기어를 넣고 직진으로 후진하도록 하며 속도 
조절을 위해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 내리막길에서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제동력이 저하, 차량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레
이크를 가볍게 밟으면서 저단 기어를 사용하여 
속도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 험로를 주행할 때에는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
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올바로 고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튀어나가 운전자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 화물칸의 무거운 화물은 가능한 한 앞으로 낮게 
적재하십시오. 본 설명서에 규정된 크기보다 큰 
타이어를 차량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 오프로드(험로) 주행 시에는 스티어링 휠 안쪽
이나 스포크(스티어링 휠 축과 손을 잡는 부분 간 
연결부)를 잡지 마십시오. 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돌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가락과 엄지
는 스티어링 휠의 림 바깥에 놓아야 합니다.

• 주행 전 운전자와 승객은 모두 시트벨트를 확실히 
착용해야 합니다.

• 바닥이 뜨거워질 수 있으므로 항상 플로어 매트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행하십시오.

• 강한 횡풍이 불면 차량 속도를 줄이십시오. 차량 
무게 중심이 높을수록 강한 횡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차량 제어의 안정성을 위해 차량 속도
를 줄이십시오.

•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AWD라 하더라도 타이어
의 구동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AWD 장착 차량의 경우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두 바퀴를 지상에서 들어올리고 주행 또는 후진 
위치 등으로 변속하지 마십시오. 구동장치가 손상
되거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차량이 심하게 손상
되거나 승객이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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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륜 동력계(일부 국가에서 배기 검사 시 사용
하는 동력계 등) 또는 유사한 장비에서는 다른 
두 바퀴를 지상에서 들어올린 상태라도 AWD 
장착 차량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동력계
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검사소 직원에게 차량에 
4WD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잘못된 
검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구동장치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되
거나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노면이 고르지 못해 바퀴 하나가 지상에서 떨어진 
경우 과도하게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하십시오.

• 급가속, 급격한 방향 변경 또는 급제동 시 차량
을 제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특히 고속 주행 시에 급회전은 삼가
도록 합니다. 본 인피니티 차량은 일반 승용차
보다 무게 중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같은 속도
에서 일반 차량과 코너링 성능이 동일할 수 없습
니다. 잘못된 차량 조작은 차량 통제 불능 및 전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4개의 휠 모두 항상 종류, 크기, 브랜드, 구조(바이
어스, 바이어스 벨트 또는 래이디얼) 및 트레드 
패턴이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미끄러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앞바퀴에 타이어 체인을 장착
하고 주의해서 주행하십시오.

• 진흙이나 물이 고여 있는 길을 주행한 후에는 
즉시 브레이크를 점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브레이크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가파른 경사면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차량 하차 
시 차량이 전후좌우로 요동하는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휠 허브 깊이의 모래, 진흙, 물웅덩이 등 오프로드 
(험로) 주행 시에는 더욱 자주 정비가 필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증서 및 정기 
점검ㆍ정비 지침서의 “정기 정비”를 참조하십
시오.

인텔리전트 AWD 주행 안전 주의사항
(장착된 경우)

 경고

• 인피니티가 본래 규정한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TPMS의 올바른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네 휠 모두 항상 종류, 크기, 브랜드, 구조(바이
어스, 바이어스 벨트 또는 래이디얼) 및 트레드 
패턴이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미끄러
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앞바퀴에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고 주의해서 주행하십시오.

• 이 차량은 오프로드(험로) 주행용이 아닙니다. 
모래 또는 진흙 길은 타이어가 빠질 수 있으
므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 AWD 장착 차량의 경우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두 바퀴를 지상에서 들어올리고 D(주행) 또는 
R(후진) 위치 등으로 변속하지 마십시오. 구동
장치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승객이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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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륜 동력계(일부 국가에서 배기 검사 시 사용
하는 동력계 등) 또는 유사한 장비에서는 다른 
두 바퀴를 지상에서 들어올린 상태라도 AWD 
장착 차량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동력계
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검사소 직원에게 차량에 
4WD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잘못된 
검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구동장치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되
거나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노면이 고르지 못해 바퀴 하나가 지상에서 떨어진 
경우 과도하게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동 및 주행 시 주의사항 버튼식 점화스위치

 경고

응급 상황 외에는 운전 중 버튼식 점화스위치를 조작
하지 마십시오 (점화스위치를 세 차례 연속으로 누르
거나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엔진이 멈춥니다). 차량
이 주행되는 동안 엔진이 멈추면 충돌과 심각한 부상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SD2911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점화스위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점화스위치 위치가 변경됩니다.
점화스위치 중앙을 다음과 같이 누를 수 있습니다.
• 한 번 누르면 ON 위치로 변경됩니다.
• 두 번 누르면 OFF 위치로 변경됩니다.

OFF 위치일 때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면 점화스위치
가 자동으로 LOCK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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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잠금장치는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에 놓일 
때까지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설정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주차 버튼을 눌러 차량을 P(주차) 위치에 놓습

니다.

2. 점화스위치를 누릅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로 
변경됩니다.

3. 점화스위치를 다시 눌러 OFF 위치로 설정합니다.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경우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에는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작동 표시등 및 경고등이 차량 정보 디스플
레이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를 참조
하십시오.

LSD2020

작동 범위
인텔리전트 키가 지정된 작동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인텔리전트 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이거나 
작동 장소 근처에 강한 무선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의 작동 범위가 좁아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키가 작동 범위 안에 존재하면 인텔리
전트 키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점화스위치를 
눌러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 기능의 작동 범위는 차량 내부 ①입니다.
• 화물칸은 작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텔리
전트 키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인텔리전트 키가 계기판에 놓여 있거나 글로브 
박스, 보관함 또는 도어 포켓 안에 들어 있는 경우
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 외부의 도어 또는 창유리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작동될 수 있습니다.

버튼식 점화스위치 위치
LOCK(일반 주차 위치) 
점화스위치는 이 위치에서만 잠길 수 있습니다.
점화스위치는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ON 위치에 놓으면 잠금 해제됩니다.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아무 도어나 열거나 
닫으면 점화스위치가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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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일반 작동 위치)
이 위치에 설정하면 점화 시스템 및 전기 액세서리를 
켤 수 있습니다.
ON 위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로 설정하는 배터리 세이버 기능이 있습니다.
• 모든 도어가 닫힌 경우
•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인 경우 
배터리 세이버 기능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
하면 취소됩니다.
• 도어가 열린 경우
• 변속레버를 P(주차) 이외의 다른 위치로 옮긴 
경우

• 점화스위치 위치가 바뀐 경우
주의

장시간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차량을 점화
스위치가 ON 위치인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
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OFF
점화스위치로 엔진 시동을 끄는 경우 점화스위치는 
OFF 위치입니다. 어떤 점화스위치 조명도 켜지지 
않습니다다.
자동 ACC 
차량이 P(주차) 위치일 때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서 OFF 위치로 
돌리면 일정 시간 동안이나 운전석 도어를 열 때까지 
라디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POWER 버튼/VOLUME 
컨트롤 노브나 키포브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 및 Bluetooth 핸즈프리 폰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모니터, 온도 조절, 오디오, 전화 및 음성 
인식 시스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비상 시 엔진 차단
주행 중 비상 시 엔진을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1.5초 안에 푸시버튼식 점화스위치를 3회 연속 
빠르게 누릅니다.

• 버튼식 점화스위치를 2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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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912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방전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주변 상황이 
인텔리전트 키 작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음 절차
에 따라 엔진 시동을 겁니다.
1. 주차 버튼을 눌러 차량을 P(주차) 위치에 놓습

니다.

2. 풋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습니다.

3. 그림과 같이 인텔리전트 키를 점화스위치에 
접촉시킵니다. (차임이 울립니다.)

4. 차임이 울린 후 10초 이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점화스위치를 누릅니다.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3단계를 실시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점화스위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점화스위치가 
ON 위치로 변경됩니다.
참고:
•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놓거나 위의 절차를 

통해 엔진 시동이 걸리면 인텔리전트 키가 차량 
안에 있더라도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방전 표시
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방전 
표시를 끄려면 인텔리전트 키를 점화스위치에 
다시 접촉시킵니다.

•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방전 표시가 나타나면 
배터리를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배터리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시동 방지 장치)은 
등록된 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등록된 키로 엔진 시동을 걸 수 없는 경우 다른 
등록된 키,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또는 키 링의 자동
지불장치의 간섭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이용해 엔진을 다시 시동합니다.
1. 점화스위치를 약 5초간 ON 위치에 그대로 

둡니다.

2. 점화스위치를 OFF 또는 LOCK 위치에 놓고 
약 5초간 기다립니다.

3. 1 및 2단계를 반복합니다.

4.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등록된 키와 
떨어뜨려 놓고 엔진 시동을 다시 겁니다.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인피니티는 등록된 
키를 별도의 키 링에 꽂아  다른 장치와의 간섭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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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액, 앞유리 와셔액 
등의 유액 레벨을 가능한 한 자주, 적어도 주유 
시에는 점검합니다.

• 모든 윈도우와 조명이 깨끗한지 점검합니다.
• 타이어의 외관과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적절한지도 점검합니다.

• 모든 도어가 닫혔는지 점검합니다.
• 시트를 배치하고 헤드레스트를 조정합니다.
• 룸 미러 및 사이드 미러를 조정합니다.
• 시트벨트를 착용하고 모든 승객에게도 시트

벨트 착용을 요청합니다.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경고등
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을 참조하십시오.

엔진 시동 전 엔진 시동

1.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2. 주차 버튼을 눌러 차량을 P(주차) 위치에 설정
하거나 변속레버를 N(중립) 위치로 옮깁니다. 
P(주차) 위치를 권장합니다.

스타터는 변속레버가 주행 위치일 때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점화스위치를 눌러 ON 위치로 설정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점화스위치를 눌러 엔진 
시동을 겁니다.

바로 엔진 시동을 걸려면 점화스위치를 아무 
위치에나 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으면 됩니다.
• 혹한의 날씨 또는 재시동 시 엔진 시동을 걸기 

어려울 경우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약간 밟고
(바닥까지 약 1/3) 밟은 상태에서 엔진 크랭킹
을 실시합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면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놓습니다.

• 엔진 침수로 인해 엔진 시동이 매우 어려울 
경우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바닥 끝까지 밟은 
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로 눌러 엔진 크랭킹을 시작합니다. 5 - 
6초 후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로 눌러 
크랭킹을 멈춥니다. 엔진 크랭킹 후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놓습니다. 액셀러레이터 페달

을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푸시
버튼식 점화스위치를 눌러 엔진 크랭킹을 
통해 엔진 시동을 겁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
지만 작동하지 않으면 위의 절차를 반복합
니다.

주의

한 번에 스타터를 15초 이상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점화스위치를 눌러 
OFF 위치로 설정한 후 다시 크랭킹하기 전 10초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타터가 손상될 수 있습
니다.
4. 예열:

시동 후 30초 이상 엔진을 공회전시키십시오. 
예열 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엔진회전수를 
올리지 마십시오. 특히 날씨가 추울 때는 처음 
약간의 거리는 서행으로 운전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엔진 시동을 끄기 전에 2 - 3분 이상 계속 
작동시키십시오. 짧은 시간 동안 엔진 시동을 
걸고 끄면 차량 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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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진을 멈추려면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 
놓고 점화스위치를 눌러 OFF 위치로 설정합
니다.

참고:
다음과 같은 배터리 방전과 시동 불능 상태를 초래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배터리 전원을 소비

하는 전자장치(휴대전화 충전기, GPS, DVD 
플레이어 등)의 설치 또는 장시간의 사용

2. 정기적인 차량 미사용 및/또는 단거리만 주행

(이때 배터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전이 필요할 
수 있음)

원격 엔진 시동
원격 엔진 시동 기능을 통해 시동이 걸린 차량의 경우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아야 변속레버를 P 
(주차)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3. 점화스위치를 한 번 눌러 ON 위치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주행 전 점검 및 조정” 
섹션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를 참조하십시오.

차량 주행

무단변속기(CVT)
 경고

• P(주차) 또는 N(중립)에서 R(후진), D(주행) 
또는 M(수동 변속 모드) 위치로 변속할 때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밟지 마십시오. 변속이 완료될 
때까지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 엔진이 식어 있을 때는 공회전 속도가 높으므로 
엔진이 예열되기 전에는 기어를 전진 또는 후진
으로 놓을 시 주의하십시오.

• 미끄러운 도로에서 급하게 저단으로 변속하면 
안 됩니다. 차량 통제력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차량을 전진 주행할 때 P(주차) 또는 R(후진) 
위치로 변속하면 안 됩니다. 후진 주행 시에는 
P(주차) 또는 D(주행) 위치로 변속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변속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비상시를 제외하고, 주행 중에는 N(중립)으로 
변속하지 마십시오. 변속기를 N(중립) 위치에 
두고 탄력주행을 할 경우 변속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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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차량의 손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오르막길
에서 차량을 세울 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풋 브레이크가 사용
되어야 합니다.

• 변속레버에 물체를 걸어 놓으면 안 됩니다. 급
시동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무단변속기(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CVT)는 전자 제어를 통해 
최대의 출력과 부드러운 작동을 실현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록된 CVT에 대한 권장 작동 절차를 
참조하여 차량의 최고 성능과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미끄러운 노면을 주행하거나 일부 형식의 동력계
에서 시험 주행 시 엔진 속도가 급하게 상승할 경우 
CVT를 보호하기 위해 엔진 출력이 자동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차량 출발
1. 엔진 시동 후에는 풋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고 나서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이 CVT는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풋 브레
이크 페달을 밟아야 P(주차) 위치에서 다른 주행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변속레버는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P(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습니다.

2. 풋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주행 위치로 옮깁니다.

3.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풋 브레이크 페달을 놓은 
후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켜 움직입니다.

 경고

• P(주차) 또는 N(중립)에서 R(후진), D(주행) 
또는 M(수동 변속 모드) 위치로 변속할 때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밟지 마십시오. 변속이 완료될 
때까지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 엔진이 식어 있을 때는 공회전 속도가 높으므로 
엔진이 예열되기 전에는 기어를 전진 또는 후진
으로 놓을 시 주의하십시오.

• 미끄러운 도로에서 급하게 저단으로 변속하면 
안 됩니다. 차량 통제력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차량을 전진 주행할 때 P(주차) 또는 R(후진) 
위치로 변속하면 안 됩니다. 후진 주행 시에는 
P(주차) 또는 D(주행) 위치로 변속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변속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차량의 손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오르막길
에서 차량을 세울 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풋 브레이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 비상시를 제외하고, 주행 중에는 N(중립)으로 
변속하지 마십시오. 변속기를 N(중립) 위치에 
두고 탄력주행을 할 경우 변속기에 심각한 손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속레버에 물체를 걸어 놓으면 안 됩니다. 급
시동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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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주행 시 변속레버를 R(후진) 위치에 
놓습니다.

 �후진 주행 시 변속레버를 D(주행) 위치에 
놓습니다.

위와 같이 작동하려는 경우 차임이 울리고 차량이 
N(중립) 위치로 변속됩니다.
P(주차)
주의

• 변속기 손상을 방지하려면 차량이 완전히 정지
한 때에만 P(주차)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 주차 버튼을 누를 때 변속레버를 밀면 안 됩니다. 
변속 컨트롤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나 엔진 시동을 걸 때 이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주차 버튼 ①을 눌러 P(주차) 위치를 
설정하기 전에 항상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P(주차) 위치
를 설정하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와 함께 이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언덕길에 주차할 때는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후 P(주차) 위치를 설정합니다. 
주차 잠금 기능을 주차 시 브레이크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고정시키도록 
주차 잠금 기능 외에도 항상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를 채우십시오.

LSD2994

변속

 버튼을 눌러 변속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변속합니다.
엔진 시동 후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변속

레버 버튼을 눌러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서 
원하는 변속 위치로 옮깁니다. 변속레버 근처의 
변속 표시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를 점검하여 
차량이 원하는 변속 위치인지 확인합니다.

 경고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변속레버가 아무 위치에 
있으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이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
거나 굴러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경우에만 P(주차), R(후진) 
또는 D(주행)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 변속레버를 조작하여 원하는 변속 위치로 전환
할 때 변속레버를 놓아 변속레버가 중앙 위치로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변속레버를 중간 위치에 
유지해도 변속 컨트롤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 변속레버를 조작
하면 안 됩니다. 차량이 급시동하여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변속기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차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다음 작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회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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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자장치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변속기가 
P(주차) 위치에서 잠길 수 있습니다. 즉시 차량 전자 
장치를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P(주차) 위치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경우
• 차량이 멈춰 있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 변속기가 D(주행) 또는 R(후진) 위치인 상태
에서 운전석 시트벨트를 풀고 운전석 도어를 연 
경우

R(후진)
주의

변속기 손상을 방지하려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때에만 R(후진)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후진하려면 R(후진)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한 후 R(후진) 위치를 선택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레버 버튼을 
눌러야 변속레버를 공회전 위치에서 R(후진) 위치
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진 주행 중 차량을 R(후진) 위치에 놓으면 차임이 
울리고 N(중립) 위치로 전환됩니다.
N(중립)
전진 또는 후진 기어 모두 걸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위치에서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N(중립)으로 변속하고 정지된 엔진 
시동을 다시 걸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선택하여 
0.5초간 변속레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D(주행)
일반적인 모든 전진 주행에 쓰이는 기어 위치입니다. 
CVT는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합니다. 모든 전진 
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진 주행 중 차량을 
D(주행) 위치에 놓으면 차임이 울리고 N(중립) 위치
로 전환됩니다.

LSD2822

수동 변속 게이트

수동 변속 모드
차량이 D 범위일 때 변속레버를 다시 D(주행) 위치로 
옮기면 변속기가 수동 변속 모드로 설정됩니다.
우측 또는 좌측 패들 시프터 Ⓐ 및 Ⓑ를 당기면 수동 
변속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 모드를 
취소하려면 변속레버를 D(주행) 위치로 다시 옮깁
니다. 그러면 변속기가 다시 자동 주행 모드로 돌아
갑니다.

공회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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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 시프터

LSD2914

차량이 멈춰 있거나 주행 중에 변속레버를 D(주행) 
위치에서 수동 변속 모드로 옮기면 변속기가 수동 
변속 모드로 설정됩니다. 변속 범위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패들 시프터를 
사용해도 변속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주행) 
위치에서 패들 시프터를 당기면 변속기가 일시적으로 
고단 또는 저단 범위로 변속됩니다. 패들 시프터를 
약 5 - 10초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변속기가 자동
으로 다시 D(주행) 위치로 돌아갑니다. 수동으로 
D(주행) 위치로 돌아가려면 패들 시프터를 약 1.5초 
동안 당기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 변속 범위가 계기판의 위치 
표시에 나타납니다. 변속레버를 수동 변속 모드로 
옮기면 차량 속도에 따라 1(1단)에서 최고 8(8단)
까지 위치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씩 변속 범위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1<=> 2 <=> 3 <=> 4 <=> 5 <=> 6 <=> 7<=> 8 
8(8단)
8단은 고속도로에서 모든 일반 직진 주행 시 사용
합니다.
7(7단), 6(6단) 및 5(5단)
7(7단), 6(6단) 및 5(5단)은 긴 오르막길을 올라가
거나 긴 내리막길 주행 시 엔진 브레이크 용도로 
사용합니다.
4(4단), 3(3단) 및 2(2단)
4(4단), 3(3단) 및 2(2단)는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내리막길 주행 시 엔진 브레이크 용도로 사용합니다.
1(1단)
1단은 가파른 언덕 오르막길을 등판 또는 서행할 
때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최대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 8단 기어보다 낮은 기어에서는 장시간 고속

으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연비가 감소됩니다.
고단 변속 시
+(고단) 측 패들 시프터를 사용하십시오 (고단 변속).
저단 변속 시
-(저단) 측 패들 시프터를 사용하십시오 (저단 변속).
• 변속기는 자동으로 기어를 저단 변속합니다 

(예를 들어 3단 범위를 선택하면 3단과 1단 기어 
사이에서 변속기가 저단 변속됩니다).

• 변속레버를 같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면 
연속으로 범위가 변속됩니다.

수동 변속 모드 취소 시
변속레버를 D(주행) 위치에 옮기면 일반 주행 모드로 
돌아갑니다.
•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 변속기가 선택된 기어로 

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행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차량 손상 또는 통제력 상실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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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무단 변속기(CVT) 위치 표시가 깜박이고 
차임이 울립니다.

•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 엔진 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선택한 것보다 높은 범위로 변속기가 자동 
고단 변속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떨어지면 
변속기가 자동으로 저단 변속되며 차량이 멈추기 
전에 1단 기어로 변속됩니다.

• CVT 작동은 수동 변속 모드를 선택했더라도 
CVT 오일 온도가 매우 낮을 경우 자동 주행 
모드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CVT 오일이 예열되면 수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VT 오일 온도가 높으면 평소보다 낮은 rpm
에서 고단 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액셀러레이터 저단 변속 – D(주행) 위치 
언덕길을 통과하거나 오르려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밟으십시오. 그러면 차량 속도에 따라 변속기
가 더 낮은 기어로 변속됩니다.

오일 과열 보호 모드
이 변속기에는 오일 과열 보호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
니다. 오일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예: 기온이 높을 
때 트레일러 견인 등 고부하 상태로 가파른 언덕길을 
주행), 엔진 출력, 그리고 일부 상황에서는 차량 속도
가 자동으로 감소하여 변속기 손상 위험을 줄입니다. 
차량 속도는 액셀러레이터 페달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엔진 출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페일 세이프
페일 세이프가 작동 중일 때는 무단변속기(CVT)가 
선택한 주행 위치로 변속되지 않습니다.
휠이 심하게 헛돈다든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하는 등, 극한 조건 하에서 차량 주행 시 페일 
세이프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페일 세이프 
모드가 작동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기능이상 
지시등(MIL)이 켜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기능이상 지시등
(MIL)”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전기 
회로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점화스위치를

OFF에 놓고 10초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점화스위치
를 다시 ON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속기를 점검하여 필요시 수리를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오일 과열 보호 모드 또는 페일 세이프 작동 시 차량 
속도가 점차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보다 낮은 
속도로 감속될 수도 있어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행하십시오. 필요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고 변속기가 정상 작동으로 돌아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필요한 경우 수리를 의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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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주행 전 주차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린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 이상
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외부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마십시오.
• 주차 브레이크 대신 변속레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또한 더운 날씨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 및 애완동물에게 심각하
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또는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작동을 통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거나 풀릴 수 있습니다.

자동 작동
제동력이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유지될 
때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으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차량 시동이 걸리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즉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운전석 시트벨트를 채워야 합니다.

 경고

• 점화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이 멈추는 경우
(예: 엔진 스톨 발생)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차량이 멈춘 상태가 
아닐 때 점화스위치로 엔진 시동을 꺼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 차량을 떠나기 전에 주차 버튼을 눌러 차량을 
P(주차) 위치로 설정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이 켜지는지 점검하여 전자식 주차 브레
이크가 채워지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
이크 표시등은 운전석 도어가 잠긴 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켜집니다.

주의

외부 온도가 0°C(32°F) 미만인 지역에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이면 그 자리에서 
얼어서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차를 위해 P(주차) 위치에 변속레버를 
설정하고 휠을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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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제동력이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유지될 
때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로 옮기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제동력이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유지될 
때 운전석 시트벨트를 풀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제동력이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유지
될 때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으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수동 작동
점화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이 멈추는 경우
(예: 엔진 스톨 발생)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
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우기: 스위치를 위쪽 ①으로 당깁니다. 표시등 Ⓐ이 
켜집니다.
풀기: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스위치를 아래쪽 ②으로 밉니다. 표시등 Ⓐ이 
꺼집니다.

주행 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이 꺼지
는지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 버저가 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을 참조하십시오.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거나 풀 때 뒷좌석 
하부쪽에서 작동음이 들립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기능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잠시 동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자주 채우거나 
풀면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과열 방지를 위해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1분간 기다렸다가 전자식 주차 브레
이크 스위치를 다시 작동시킵니다.

• 비상 상황에서 주행 중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를 위로 
당기고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를 놓으면 
주차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 주행 중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를 위로 당기면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고 차임이 울립니다. 미터 
및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이 켜집니다. 기능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풀면 미터 및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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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스위치가 OFF 또는 자동 ACC 위치일 때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를 위로 당기면 잠시 
동안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표시등이 계속 켜집
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자동 브레이크 홀드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은 차량이 신호등 또는 
교차로에서 멈춘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제동력을 유지합니다.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다시 밟는 즉시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 중지되어 제동력이 해제됩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의 작동 상태는 차량 정보 디스
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경고

•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은 가파른 언덕길이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을 고정시키도록 설계
되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을 멈춘 경우 자동 브레이크 홀드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되나 차량이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외부 상황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 차임이 울리고 
자동 브레이크 홀드 경고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에 켜질 수 있습니다.

• 세차 또는 차량 견인 시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을 작동 중지시켜야 합니다.

• 차량 주차, 승하차 또는 화물 적재 시에는 변속
레버를 P(주차) 위치로 설정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이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굴러 
심한 인체 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자동 브레
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시 시스템을 수리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
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차량이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굴러 
심한 인체 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
납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스위치를 누르면 해당 
표시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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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SLIP 표시등,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또는 마스터 경고등이 
켜지고 섀시 컨트롤 시스템 결함 메시지가 나타
나는 경우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 제동력을 유지하여 계속 차량을 정지 상태로 
둘 때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LSD2916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작동 중지 
방법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및 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에 설명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방법
1.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자동 브레이크 홀드 

스위치 ①를 누릅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스위치 
②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2.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대기 모드로 설정되면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흰색)이 켜집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석 시트벨트를 착용한 경우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푼 경우
•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가 아닌 경우
• 차량을 가파른 언덕길에 주차하지 않은 경우



260      

5

자동 브레이크 홀드

참고: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서 OFF 위치로 전환할 
때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OFF로 리셋됩
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중지 방법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자동 브레이크 홀드 
스위치를 눌러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을 끄고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작동 중지시킵니다. 
제동력이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유지될 
때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작동 중지시키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자동 브레이크 홀드 스위치를 
누릅니다.

 경고

제동력을 가한 상태에서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끌 때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 중지되면 
제동력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거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방지하지 못하면 심한 인체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사용 방법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이 섹션에 설명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자동으로 제동력 유지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되고 미터에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흰색)이 켜져 있을 때 브레
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력이 자동으로 가해집니다.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유지되면 미터의 자동 브레
이크 홀드 표시등(녹색)이 켜집니다.

정지 상태에서 차량 시동
변속레버가 P(주차) 또는 N(중립) 위치가 아닐 때 
제동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습니다. 제동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다시 차량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미터의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흰색)이 켜지고 
자동 브레이크 홀드가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주차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제동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변속레버가 P(주차) 위치이면 주차 브레
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져 자동 브레이크 홀드의 
제동력이 해제됩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
이 꺼집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제동력
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면 자동 
브레이크 홀드의 제동력이 해제됩니다. 자동 브레
이크 홀드 표시등이 꺼집니다.
참고:
•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자동 브레

이크 홀드의 제동력이 해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의해 제동력이 
3분 이상 유지되는 경우

 �운전석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경우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의 기능이상이 발생
하는 경우



261      

5

• 차량이 정지하나 제동력이 자동으로 가해지지 
않으면 자동 브레이크 홀드 표시등(녹색)이 켜질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습니다.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표시
자동 브레이크 홀드 기능 상태는 차량 정보 디스플
레이의 “섀시 컨트롤” 모드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브레이크 홀드 인피니티 주행 모드 선택

LSD2917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를 사용하면 4개의 주행 모드
(STANDARD, SPORT, ECO 및 PERSONAL)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로 모드 선택 시 모드가 

신속하게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 일반 주행 시 STANDARD 모드를 선택합니다.

STANDARD 모드
STANDARD 모드는 일반 주행 시 권장됩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STANDARD”가 나타

날 때까지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를 누릅니다. 
STANDARD 모드는 상부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됩
니다.

SPORT 모드
SPORT 모드는 엔진 및 변속기를 조정하여 성능
을 향상시켜 줍니다.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를 
SPORT 위치로 누릅니다. “SPORT”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SPORT 모드는 상부 디스
플레이에도 표시됩니다.
참고:
SPORT 모드일 때 연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PERSONAL 모드
PERSONAL 모드는 스티어링 모드 및 주행 모드를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 주행 시에는 PERSONAL 
모드를 끕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PERSONAL”
이 나타날 때까지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를 누릅

니다. PERSONAL 모드는 상부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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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982

PERSONAL 모드 설정 방법
다음 단계를 실시하여 PERSONAL 모드를 설정합니다.
1. MENU 버튼 ①을 누른 후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Infiniti Drive Mode Selector(인피니티 주행 
모드 선택)”를 누릅니다.

2. “Engine/Transmission(엔진/변속기)”, “Steering 
(스티어링)”, “Active Trace Control (액티브 트레 
이스 컨트롤)” 또는 “Active Engine Brake(액티브 
엔진 브레이크)”를 선택한 후 각 항목을 선택합 
니다(각 항목의 기능은 “Engine/Transmission 
(엔진/변속기)”, “Steering(스티어링)”, “Active 
Trace Control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또는 
“Active Engine Brake(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참조).

3. “Back(뒤로)”를 선택하거나 MENU 버튼을 눌러 
PERSONAL 모드 설정을 완료합니다.

Engine/Transmission(엔진/변속기):
“E n g i n e/T r a n s m i s s i o n(엔진 /변속기 ) ”을 
“STANDARD”, “SPORT” 또는 “ECO”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eering(스티어링):
“Steering(스티어링)”을 “SPORT” 또는 “STANDARD”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tive Trace Control(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Active Trace Control(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을 ON(작동) 또는 OFF(작동 중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Engine Brake(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Active Engine Brake(액티브 엔진 브레이크)”를 
ON(작동) 또는 OFF(작동 중지)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액티브 엔진 브레
이크”를 참조하십시오.
Reset Settings(설정 리셋):
“Reset Settings(설정 리셋)”를 선택하고 “OK(확인)”
를 눌러 모든 PERSONAL 모드 설정을 기본 설정
으로 복구합니다.

ECO 모드
ECO 모드는 엔진 및 변속기를 조정하여 연비를 
향상시켜 줍니다.
참고:
운행에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있으므로 
이 주행 모드가 반드시 연비 향상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를 ECO 위치로 누릅니다. 
“ECO”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거나 ECO 
주행 표시등이 계기판에 켜집니다. ECO 모드는 상부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됩니다.
경제 주행 범위 이내에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ECO 주행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니다. 
경제운전 범위 밖에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ECO 주행 표시등이 꺼집니다. ECO 페달 시스템 
장착 모델은 이 섹션의 “ECO 페달 시스템”을 참조
하십시오.
ECO 주행 표시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속레버가 R(후진) 위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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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속도가 4km/h(3mph) 미만이거나 140km/h 
(90mph)를 초과하는 경우

•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장착된 경우)가 작동
되는 경우

ECO 페달 시스템(장착된 경우)
ECO 페달 시스템은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반응력을 
증가시켜 운전자의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ECO 주행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꺼져 있을 때 ECO 
페달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반응력을 향상
시킵니다.

ECO 주행 표시등 켜짐 또는 깜박임
켜짐(녹색) 경제 주행 범위 이내로 

페달을 밟은 경우
깜박임 
(녹색)

거의 경제 주행 범위에
서 페달을 밟은 경우

점등되지 
않음

경제 주행 범위에서 
페달을 밟은 경우

ECO 주행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지면 액셀러레이터 
페달 반응력은 정상입니다. ECO 주행 표시등이 깜박
이거나 꺼져 있을 때 ECO 페달 시스템이 액셀러

레이터 페달의 반응력을 향상시킵니다.
ECO 페달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 반응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속레버가 N(중립) 또는 R(후진) 위치인 경우 
•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가 작동 중인 경우

ECO 페달 시스템의 기능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CO 페달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 반응력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ECO 페달 시스템 작동 중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
를 눌러 주행 모드가 ECO 모드에서 다른 모드

(STANDARD, SPORT 또는 PERSONAL)로 
변하는 경우 페달을 놓을 때까지 ECO 페달 시스템
이 계속 작동합니다.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신속하게 밟으면 ECO 페달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 반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ECO 페달 시스템은 차량 가속을 방지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ECO 페달 시스템 반응력 조정
ECO 페달 시스템 반응력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꺼도 반응력 설정을 변경할 때까지는 
반응력 설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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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965 LSD2695

ECO 페달 반응력 설정
1. MENU ①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의 

“Settings(설정)”를 선택합니다.

2. “Drive Mode Enhancement(주행 모드 향상)”
를 선택합니다.

3. 하부 디스플레이의 “ECO Pedal(ECO 페달)”을 
선택한 후  “OFF(꺼짐),” “SofT(소프트)” 또는 
“Standard(표준)”를 선택합니다. ECO 페달 
시스템이 꺼지면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정상적
으로 작동합니다.

LSD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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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사각지대경고(Blind Spot Warning, BSW) 시스템
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BSW 시스템은 올바른 주행 절차를 대체하지 

않으며 차량이나 물체와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 시 항상 사이드 
미러 및 룸 미러를 사용하고 운전자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대 BSW 시스템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BSW 시스템은 차선 변경 시 인접 차선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LSD2920

BSW 시스템은 뒤 범퍼 근처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 
①를 사용하여 인접 차선의 차량을 감지합니다.

SSD1030

감지 영역
레이더 센서는 그림에 표시된 감지 영역 안에서 차량 
양쪽의 다른 차량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지 
영역은 차량의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하여 범퍼 뒤로 
약 3.0m(10ft), 측면으로 약 3.0m(10ft)까지입니다.

사각지대 경고(BSW)(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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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경고(BSW)(장착된 경우)

1. 사이드 미러 표시등

2. BSW 표시

BSW 시스템 작동
BSW 시스템은 약 32km/h(20mph) 이상의 속도
에서 작동합니다.
레이더 센서가 감지 영역에서 차량을 감지한 경우 
사이드 미러 표시등(1)이 켜집니다. 방향지시등이 
켜지면 시스템이 차임을 (두 번) 울리고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감지된 차량이 감지 영역을 
떠날 때까지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계속 깜박입니다.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사이드 미러 표시등
이 몇 초 동안 켜집니다.
사이드 미러 표시등의 밝기는 주변 조명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후에 다른 차량이 
감지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오직 사이드 미러 
표시등만 깜박이고 차임은 울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BSW 주행 상황”을 참조하십시오.

LSD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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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W 시스템 작동/작동 중지 방법
다음 단계에 따라 BSW 시스템을 작동 또는 작동 
중지시킵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아래의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2. “Driver Assistance(드라이버 어시스턴스)”를 
선택합니다.

3. “Blind Spot Assist(사각지대 어시스트)”를 선택
합니다.

4. ON을 선택하여 “Blind Spot Warning(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시스템을 작동/작동 중지시킬 때 엔진 시동을 다시 
걸어도 시스템이 현재 설정을 유지합니다.

BSW 시스템 제한
 경고

BSW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사항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BSW 시스템은 모든 조건에서 모든 차량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LSD3196



268      

5

사각지대 경고(BSW)(장착된 경우)

• 레이더 센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해 
BSW를 감지하고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동물

 �오토바이, 높이가 낮은 차량 또는 지상고가 
높은 차량 등의 차량

 �접근 중인 차량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운전자가 가속할 때 
감지 영역에 남아 있는 차량

 �운전자 차량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인접 
차선에 합류하는 차량

 �후방에서 빠르게 접근 중인 차량.

 �운전자의 차량이 빠르게 추월하는 차량

 �빠르게 감지 영역을 통과하는 차량

 �여러 차량을 잇달아 추월하는 경우 함께 
가까이 주행 중일 때 첫 번째 차량 이후의 
차량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 레이더 센서 감지 영역은 표준 차선 폭을 기준
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차선에서 주행 
시 레이더 센서는 인접 차량의 차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좁은 차선에서 주행 시 레이더 
센서는 두 차선 멀리 주행 중인 차량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 레이더 센서는 대부분의 고정 물체를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가드레일, 벽, 나뭇잎 및 주차
된 차량과 같은 물체는 간혹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입니다.

• 다음 조건에서는 레이더의 다른 차량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기상 상태

 �도로에서 튀는 물방울

 �차량에 쌓인 얼음/서리/눈/먼지

• 레이더 센서 근처에 스티커(투명 재질 포함)를 
부착하거나 액세서리를 장착하거나 페인트를 
추가로 도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건에서는 
레이더의 다른 차량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
니다.

• 과도한 소음(예: 오디오 시스템 음량, 열려 있는 
차량 윈도우 등)은 차임음에 지장을 주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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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299

그림 1 – 후방에서 접근

BSW 주행 상황
표시 켜짐

표시 꺼짐

표시 깜박임

후방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량
그림 1: 다른 차량이 인접 차선의 후방에서 감지 
영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켜집니다.

LSD2300

그림 2 – 후방에서 접근
그림 2: 다른 차량이 감지 영역에 존재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시스템이 차임을 (두 번) 
울리고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참고:
• 레이더 센서는 후방에서 빠르게 접근 중인 차량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이 감지 영역에 진입하기 전에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면 다른 차량이 감지될 때 
사이드 미러의 표시등이 깜박이지만 차임은 
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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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다른 차량 추월

LSD2302

다른 차량 추월
그림 3: 추월 차량이 약 2초 동안 감지 영역에 머무
르는 경우 사이드 미러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그림 4 – 다른 차량 추월 

LSD2303

그림 4: 다른 차량이 감지 영역에 존재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시스템이 차임을 (두 번) 
울리고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참고:
• 여러 차량을 잇달아 추월하는 경우 함께 가까이 

주행 중일 때 첫 번째 차량 이후의 차량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 레이더 센서는 이러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 더 느리게 이동하는 차량은 감지할 수 없습
니다.

• 차량이 감지 영역에 진입하기 전에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다른 차량이 감지될 
때 사이드 미러의 표시등이 깜박이지만 차임은 
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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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305

그림 5 – 측면에서 진입

측면에서 진입
그림 5: 차량이 어느 한 쪽에서 감지 영역으로 진입
하는 경우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켜집니다.

그림 6 – 측면에서 진입 

LSD2308

그림 6: 다른 차량이 감지 영역에 존재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시스템이 차임을 (두 번) 
울리고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참고:
• 차량이 감지 영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다른 차량이 감지될 
때 사이드 미러의 표시등이 깜박이지만 차임은 
울리지 않습니다.

• 레이더 센서는 다른 차량이 감지 영역으로 진입할 
때 운전자 차량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레이더 장애물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  중지됩니다 .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Unavailable: Side Radar Obstruction(사용 불가: 
측면 레이더 차단)”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조건이 존재하는 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
니다.
레이더 센서는 튄 물, 연무나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조건으로 인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차단 조건은 
레이더 센서를 가로막는 얼음, 서리나 먼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기능이상

BSW 시스템 기능이상의 경우 자동으로 꺼집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Malfunction(기능이상)”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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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고 차량을 P(주차) 위치에 
놓은 후 엔진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겁니다.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 시스템을 점검받으
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SD2920

시스템 정비
BSW 시스템의 두 레이더 센서 ①는 뒤 범퍼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근처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레이더 센서는 튄 물, 연무나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조건으로 인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차단 조건은 레이더 센서를 가로막는 얼음, 서리나 
먼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주변에 장애 요인을 확인하여 제거

하십시오.

레이더 센서 근처에 스티커(투명 재질 포함)를 
부착하거나, 액세서리를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추가
로 도포하지 마십시오.
레이더 센서 주변을 치거나 손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충돌로 인해 레이더 센서 주변이 손상된 경우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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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무선 주파수 문구

사각지대 경고(BSW)(장착된 경우) 후진 충돌 개입(BCI)(장착된 경우)

LSD2925

 경고

BCI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BCI 시스템은 올바른 주행 절차를 대체하지 

않으며 차량이나 물체와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최대 제동력을 제공하지 않습
니다. 주차 공간에서 후진 시 항상 사이드 미러 
및 룸 미러를 사용하여 차량 이동 방향으로 돌려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절대 BCI 시스템에만 의존
하면 안 됩니다.

• 레이더 및 소나의 감지 성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도로에서 BCI 시스템 사용 시, 차선 표식, 
교통 또는 기상 조건에 따라 시스템 작동이 올바
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운전자 조작에 의존합니다.

BCI 시스템은 운전자가 후진해서 주차 공간을 빠져
나올 때 접근 차량의 운전자나 뒤쪽의 물체를 경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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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026

BCI 시스템은 뒤 범퍼 근처의 양쪽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 ①를 사용하여 접근 차량을 감지하고 소나 센서
를 통해 후방의 물체를 감지합니다.
레이더 센서 ①는 약 15m(49ft)까지 떨어진 접근 
차량을 감지합니다. 레이더 센서 ②는 약 1.5m 
(4.9ft) ③까지 차량 후방의 고정 물체를 감지합니다.

LSD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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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드 미러 표시등

2.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3. 하부 디스플레이 버튼

BCI 시스템 작동
변속 위치가 R(후진) 위치이고 차량 속도가 약 
8km/h(5mph) 미만일 때 BCI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레이더가 측면에서 접근 중인 차량을 감지하거나 
소나가 차량 후방의 가까운 고정 물체를 감지하는 
경우 시스템이 시각 경고를 표시하고 청각 경고를 
울립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차량이 후진할 때 잠시 동안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킵니다.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
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브레이크 
압력이 유지됩니다.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으면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쪽으로 
민 후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운전자가 계속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으면 시스템이 브레
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변속레버가 “R”(후진) 위치일 때 

상부 디스플레이에  키가 나타납니다. 상부 
디스플레이의 BCI 시스템 키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BCI 시스템을 끌 수 있습니다.

LSD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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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967

레이더가 측면에서 접근 중인 차량을 감지하는 경우 
시스템이 차임(한 번의 신호음)을 울리고 접근 차량 
측면의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깜박이며 디스플레이 
Ⓐ에 노란색 사각형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LSD2043

그림 1
참고:
• 몇 대의 차량이 연속(그림 1)하여 또는 반대 방향 

(그림 2)에서 접근하는 경우 첫 번째 차량이 
센서를 통과한 후 BCI 시스템에서 차임이 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LSD2044

그림 2
차량 후방의 물체가 존재한다는 소나 시스템 차임이 
접근 차량을 표시하는 BCI 차임(한 번의 신호음)보다 
우선합니다. 소나 시스템이 차량 후방의 물체를 
감지할 때 이와 동시에 BCI 시스템이 접근 차량을 
감지하는 경우 다음 표시가 제공됩니다.

 �소나 시스템 차임이 울립니다.

 �접근 차량 측면의 사이드 미러 표시등이 깜박
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노란색 사각형 프레임이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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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충돌 개입(BCI)(장착된 경우)

후진 시 접근 차량 또는 차량 후방의 물체가 감지되면 
디스플레이 Ⓐ에 빨간색 프레임이 나타나고 시스템
이 차임을 세 번 울립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일시적
으로 작동됩니다.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된 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브레이크 압력이 
유지됩니다.
운전자의 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에 놓여 있으면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쪽으로 움직인 후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나 계속 가속하는 
경우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LSD2709

물체가 범퍼와 매우 가까운 경우 시스템이 작동

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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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충돌 개입(BCI)(장착된 경우)

BCI 시스템 켜기/끄기
엔진 시동이 걸릴 때마다 BCI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상부 디스플레이의 BCI 시스템 키 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BCI 시스템을 끌 수 있습니다. “BCI ON” 
키 표시가 꺼집니다. 변속레버를 R(후진) 위치에 
다시 설정하면 BCI 시스템이 켜집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BCI 시스템을 작동 또는 작동 
중지시킵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아래에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2. “Camera/Sonar settings(카메라/소나 설정)”를 
선택합니다.

3. “Camera(카메라)”를 선택합니다.

4. ON을 선택하여 “Back-up Collision Intervention 
(후진 충돌 개입)” 시스템을 켜거나 끕니다.

“Back-up Collision Intervention(후진 충돌 개입)”
을 선택하여 BCI 시스템을 작동 중지시키면 다음 
작동을 실시하는 경우 BCI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 변속레버를 “R”(후진) 위치에 설정한 경우
• 다시 엔진 시동을 거는 경우

LSD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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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충돌 개입(BCI)(장착된 경우)

 경고

BCI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사항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BCI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BCI 시스템이 모든 조건에서 모든 차량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 후진하기 전 주변을 확인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이더 센서는 접근
(이동) 차량을 감지합니다. 레이더 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모든 물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동물 또는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약 24km/h(15mph)보다 높은 속도로 추월
하는 다른 차량

• 레이더 센서는 다음의 특정 상황에서 접근 차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림 Ⓐ: 운전자 차량 옆에 주차된 차량이 
레이더 센서 빔을 가릴 때

 �그림 Ⓑ: 차량이 각진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LSD3195

BCI 시스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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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충돌 개입(BCI)(장착된 경우)

 �그림 Ⓒ: 차량이 경사진 지면에 주차된 경우

 �그림 Ⓓ: 접근 차량이 주차장 통행로로 방향을 
트는 경우

 �그림 Ⓔ: 운전자의 차량과 접근 차량이 형성한 
각도가 작은 경우

• 레이더 센서는 대부분의 고정 물체를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가드레일, 벽, 나뭇잎 및 주차된 
차량과 같은 물체는 간혹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입니다.

• 다음 조건에서는 레이더의 다른 차량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기상 상태

 �도로에서 튀는 물방울

 �차량에 쌓인 얼음/서리/먼지

• 레이더 센서 근처에 스티커(투명 재질 포함)를 
부착하거나 액세서리를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추가로 도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건에서는 
레이더의 다른 차량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
니다.

• 소나 시스템은 차량 후방의 고정 물체를 감지합
니다. 소나 센서는 다음 사항을 감지할 수 없습
니다.

 �작거나 움직이는 물체

 �쐐기 모양의 물체

 �범퍼에 가까운 물체(약 30cm(1ft) 미만)

 �로프, 와이어, 체인 등 가느다란 물체

• BCI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브레이크는 경사지의 
경우 평탄한 지형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가파른 경사인 경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 
조건에서는 BCI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상 타이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타이어로 
주행 시(예: 타이어 마모, 낮은 타이어 공기압,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 체인, 비표준 휠 장착)

 �차량에 순정품이 아닌 브레이크 부품이나 
서스펜션 부품이 장착된 경우

• 트레일러 견인 시에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 과도한 소음(예: 오디오 시스템 음량, 열려 있는 
차량 윈도우 등)은 차임음에 지장을 주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다음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차임이 울리며 BCI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집
니다.
• “Unavailable: High Accelerator Temperature 

(사용 불가: 높은 액셀러레이터 페달 온도)”:
고온 환경(약 40°C(104°F) 이상)에서 직사 
광선을 받는 상태로 차량을 주차한 후 시동

을 걸면 BCI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 중지

될 수 있으며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가 일정 
시간 동안 “Unavailable: High Accelerator 
Temperature(사용 불가: 높은 액셀러레이터 
페달 온도)”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실내 온도가 감소되면 BCI 시스템을 끈 후 다시 
켭니다.

• “Unavailable: Side Radar Obstruction (사용 
불가: 측면 레이더 차단)”: 측면 레이더 차단이 
감지된 경우
차단 부분이 제거되면 BCI 시스템을 끈 후 다시 
켭니다.



281      

5

후진 충돌 개입(BCI)(장착된 경우)

시스템 기능이상
BCI 시스템 기능이상의 경우 자동으로 꺼지며 차임이 
울리고 BCI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이 켜집니다.
조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고 엔진을 끈 후 다시 시동을 
겁니다. 경고등(주황색)이 계속 켜지는 경우 시스템
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SD2925

시스템 정비
BCI 시스템의 레이더 센서 ① 및 소나 센서 ②는 
뒤 범퍼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근처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레이더 센서는 튄 물, 연무나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조건으로 인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차단 조건은 레이더 센서를 가로막는 얼음, 서리나 
먼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주변에 장애 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
십시오.

레이더 센서 근처에 스티커(투명 재질 포함)를 부착
하거나, 액세서리를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추가로 
도포하지 마십시오.
레이더 센서 주변을 치거나 손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충돌로 인해 레이더 센서 주변이 손상된 경우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82      

5
LSD3249

대만

후진 충돌 개입(BCI)(장착된 경우) 정속주행장치(장착된 경우)

LSD2929

정속주행장치 주의사항
1. RES+ 스위치

2. SET- 스위치

3. 정속주행장치  스위치
4. CANCEL 스위치

• 정속주행장치 시스템 기능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의 

 표시가 깜박여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 엔진 냉각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정속

주행장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표시가 깜박이면 정속주행장치  
스위치를 끄고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 RES+, SET- 또는 CANCEL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정속주행장치  스위치를 켜면 

 표시가 깜박일 때도 있습니다. 정속주행
장치 시스템을 올바로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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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주행장치(장착된 경우)

 경고

다음 상황에서는 정속주행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차량을 설정 속도로 유지할 수 없을 때
• 교통 정체 상황이거나 다른 주행 차량의 속도가 

다를 때
• 굽은 도로나 언덕길을 주행할 때
• 미끄러운 도로(비, 눈, 얼음 등)를 주행할 때
• 강풍이 부는 지역을 주행할 때
이런 조건에서 정속주행장치를 사용하면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속주행장치 작동
정속주행장치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도 40 - 144km/h(25 - 89mph)의 속도로 주행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속주행장치를 켜려면 정속주행장치  스위치
를 눌러 켭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의  표시
가 켜집니다. 
정속주행속도를 설정하려면 원하는 속도로 차량을 
가속하고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의  표시가 켜집니다. 액셀러
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차량은 설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습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전에 설정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릴 때는 설정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속주행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주행합니다.

사전 설정된 속도를 취소하려면 다음 세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CANCEL 스위치를 누릅니다. 차량 정보 디스
플레이의  표시가 꺼집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습니다.  표시가 
꺼집니다.

• 정속주행장치  스위치를 눌러 끕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의  표시가 꺼집니다.

정속주행장치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차량 정보 디스
플레이의  표시가 꺼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
니다.
• RES+ 또는 SET- 스위치를 누르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 사전 설정 속도가 메모리에서 
삭제됩니다.

• 차량이 설정 속도 아래로 13km/h(8mph) 넘게 
감속되는 경우

• 변속레버를 N(중립)에 옮기는 경우

더 빠른 정속주행 속도로 리셋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
니다.

• RES+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스위치를 놓습니다.

• RES+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눌렀다가 
놓을 때마다 설정 속도가 약 1km/h(1mph)씩 
빨라집니다.

더 느린 정속주행 속도로 리셋하려면 다음 세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
니다.

• SET-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까지 느려지면 스위치를 놓습니다.

•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눌렀다가 
놓을 때마다 설정 속도가 약 1km/h(1mph)씩 
느려집니다.

사전 설정 속도를 재개하려면 RES+ 스위치를 눌렀
다가 놓습니다. 차량 속도가 40km/h(25mph) 이상인 
경우 마지막 설정 정속주행 속도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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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스위치
 경고

ICC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ICC 시스템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일 

뿐 충돌 경고 또는 회피 장치가 아닙니다. 항상 
주의를 집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을 관리
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 항상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이상으로 
제한 속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 ICC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신중
하게 운전합니다.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완전히 
이해한 다음 ICC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방지하려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비상 시 차량 속도를 제어하십시오. 
도로 및 교통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를 제외
하고는 ICC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장착된 경우)

LSD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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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에서는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경고 차임이 울리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충돌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C 시스템은 앞차와의 선택된 거리를 0 - 144km/h 
(0 - 90mph)의 속도 범위 내에서 설정된 속도까지 
유지합니다.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설정 속도 
범위는 30 - 144km/h(20 - 90mph)입니다.
전방에 차량이 없으면 차량이 설정 속도로 주행합
니다.
ICC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 크루즈 컨트롤 모드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차간거리 제어 모드: 사전 설정된 속도에 이를 
때까지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선택한 거리로 
유지합니다.

•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장치 모드: 사전 설정된 
속도에서 정속주행

ICC 스위치 Ⓐ를 눌러 정속주행장치 모드를 차간
거리제어 모드와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 
중에서 선택합니다.
하나의 모드가 작동되면 다른 정속주행 모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드를 변경하려면 ICC 스위치 
Ⓐ를 한 번 눌러 시스템을 끕니다. 그런 다음 ICC 
스위치 Ⓐ를 눌러 시스템을 다시 켜고 원하는 정속
주행장치 모드를 선택합니다.
항상 ICC 시스템 디스플레이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차간거리제어 모드는 이 섹션의 “차간거리제어 모드”
를 참조하십시오.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는 이 섹션의 “일반
(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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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장착된 경우)

LSD2932

차간거리 제어 모드
차간거리제어 모드에서는 ICC 시스템이 (설정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차량 속도에 따라 앞차와의 
선택된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거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는 설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ICC 시스템은 동일한 차선 및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따라갈 때 차량의 작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LSD3198

정속주행장치 모드 선택 방법
차간거리제어 모드 선택: 차간거리제어 모드 ①를 
선택하려면 ICC 스위치 Ⓐ를 빠르게 눌렀다가 놓습
니다.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 선택: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 ②를 선택하려면 ICC 스위치 
Ⓐ를 약 1.5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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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장착된 경우)

레이더 센서 Ⓑ가 느린 속도의 전방 차량을 감지하면 
이 시스템이 차량 속도를 줄여 앞차와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스로틀(액셀러레이터)를 자동으로 제어
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제동력의 최대 40%까지)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센서의 감지 범위는 전방 약 200m(650ft)입니다.

LSD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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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 모드 작동
차간거리 제어 모드는 앞차와의 선택된 거리를 유지
하기 위한 것이며 전방의 저속 차량과 맞추기 위해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감속되며 앞차가 정지하는 경우 속도가 감소되어 
정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ICC 시스템은 차량 총 제동 
능력의 40%까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사정이 좋아 일정한 차량 속도를 
유지할 수 있거나 차량 속도를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앞으로 
끼어 들거나 전방 차량이 급감속하는 경우 ICC 
시스템의 감속이 늦어져서 차간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CC 시스템은 경고 차임을 
울리고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깜박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줍니다.
속도가 약 25km/h(15mph) 미만이 되어 앞차량을 
감지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취소되고 경고 차임이 
울립니다. 또한 차량이 최대 설정 속도를 초과하면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접근 경고”를 참조하십
시오.
차간거리제어 모드에서는 제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에 차량이 없는 경우 차간거리제어 모드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설정 속도 
범위는 약 30 - 144km/h(20 - 90mph)입니다.

• 전방에 차량이 있는 경우 차간거리제어 모드는 
운전자가 선택한 앞차와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속도를 조정합니다. 앞 차량이 정지하면 차량 
시스템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감속하여 정지합니다. 
일단 정지했다고 판단하면 경고 차임과 함께 
시스템이 취소됩니다.

• 앞차가 차선을 벗어난 경우 차간거리제어 모드
는 차량 속도를 설정 속도까지 가속한 채 유지
합니다.

ICC 시스템은 정지 차량 또는 저속의 차량에 접근할 
때는 차량 속도를 제어하지 않거나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톨게이트나 교통 혼잡 지역으로 
들어갈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면 차량 
작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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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0254

설정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의 저속 
차량에 접근하는 경우 ICC 시스템이 운전자가 선
택한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속도를 조정
하게 됩니다.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도로에서 
빠져나가면 ICC 시스템은 다시 속도를 설정 속도
까지 높여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시스템이 설정 속도
까지 가속할 때 차량 작동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굽은 도로나 언덕길에서는 차량이 설정 속도를 유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차량 속도를 제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제어할 때 이 시스템은 
앞차의 속도에 따라 차량을 자동으로 가속 또는 감속
합니다. 차선 변경을 위해 가속해야 하는 경우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적당히 가속시켜 줍니다. 
앞차의 급제동 또는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감속
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
을 밟습니다. ICC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
합니다.

LSD3053

차간거리 제어 모드 스위치
이 시스템은 ICC 스위치 및 4개의 컨트롤 스위치
와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모든 스위치를 통해 작동
됩니다.
1. RES/+ 스위치:

설정 속도를 재개하거나 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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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TANCE  스위치:
차량의 안전거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Long(긴 거리)

• Middle(중간 거리)

• Short(짧은 거리)

3. CANCEL 스위치:

설정 속도를 삭제하지 않고 시스템을 작동 중지
시킵니다.

4. ICC 스위치:

시스템 작동을 위한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5. SET- 스위치:

원하는 정속주행 속도를 설정하거나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LSD3064

차간거리 제어 모드 디스플레이 및 표시
이 디스플레이는 속도계와 타코미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이 표시는 색상에 따라 ICC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ICC 시스템 ON 표시(회색): ICC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 ICC 시스템 SET 표시(녹색): 정속주행속도가 
설정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 ICC 시스템 경고(노란색): ICC 시스템 기능 
이상이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2. 설정된 차량 속도 표시: 

설정된 차량 속도를 표시합니다.
3. 설정 거리 표시:

DISTANCE 스위치를 사용하여 선택한 차간

거리를 표시합니다.
4. 앞차 감지 표시:

앞차의 감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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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3054

차간거리제어 모드 작동
정속주행장치를 켜려면 ICC 스위치 Ⓐ를 빠르게 
눌렀다가 놓습니다. ICC 시스템 ON 표시(회색), 
설정 거리 표시 및 설정된 차량 속도 표시 Ⓑ가 설정 
대기 상태로 켜집니다.

LSD3200

정속주행속도를 설정하려면 차량을 원하는 속도로 
가속하고 SET- 스위치 Ⓒ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ICC 시스템 설정 표시(녹색), 앞차 감지 표시, 설정 
거리 표시 및 설정 속도 표시 Ⓑ가 켜집니다. 액셀러
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차량이 설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LSD3065

다음 상황에서 SET- 스위치를 누르면 시스템을 
설정할 수 없고 ICC 표시가 약 2초간 깜박입니다.
• 30km/h(20mph) 미만의 속도로 주행 시 앞차가 
감지되지 않을 때

• 변속레버가 D(주행) 위치 또는 수동 모드가 
아닐 때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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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SET- 스위치를 누르면 시스템이 설정
되지 않습니다.
경고 차임이 울리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VDC 시스템을 껐을 때(ICC 시스템을 사용

하려면 VDC 시스템을 켭니다. ICC 스위치를 
눌러 ICC 시스템을 끈 후 ICC 스위치를 다시 
눌러 ICC 스위치를 리셋합니다).
VDC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시스템”을 참조하십
시오.

• VDC가 작동 중일 때
• 휠 슬립이 발생하고 있을 때(ICC 시스템을 사용
하려면 더 이상 휠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합니다).

LSD3066

① 앞차가 있는 경우 시스템 설정 디스플레이

② 앞차가 없는 경우 시스템 설정 디스플레이

운전자는 도로 상태에 따라 원하는 차량 속도를 설정
합니다. ICC 시스템은 차선 앞쪽에 감지되는 차량
이 없는 한 표준 정속주행과 유사한 차량 설정 속도
를 유지합니다. ICC 시스템은 설정 속도를 표시합
니다.
앞차 감지
차선 전방에 차량이 감지되면 ICC 시스템이 스로틀 
제어 및 브레이크 작동을 통해 차량을 감속시켜 
저속의 전방 차량 속도에 맞춥니다. 그런 다음 ICC 
시스템은 앞차의 속도를 기준으로 차량 속도를 제어
하여 운전자가 선택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참고:
• ICC 시스템을 통해 제동이 이루어질 때 차량의 

정지등이 켜집니다.
• 브레이크 작동 시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앞차가 감지되면 앞차 감지 표시가 켜집니다. ICC 
시스템은 설정 속도와 선택한 거리도 표시합니다.
앞차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전방에 차량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ICC 시스템
은 차량을 서서히 가속하여 이전에 설정한 차량 속도
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ICC 시스템은 설정 속도
를 유지합니다.
차량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앞차 감지 표시가 
꺼집니다.
ICC 시스템이 작동할 때나 설정된 차량 속도까지 
가속 중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시스템은 해당 차량
과의 거리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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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km/h(15mph) 미만에서 차량이 더 이상 감지
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취소됩니다.

LSD3067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차량 속도가 설정 속도를 초과
하면 설정 속도 표시 Ⓑ가 깜박입니다. 차량 전방이 
트여 있으면 차량 감지 표시등이 꺼집니다. 페달을 
놓으면 차량은 이전에 설정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ICC 시스템에 차량 속도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을 신속하게 가속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설정 속도 변경 방법
사전 설정된 속도를 취소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CANCEL 스위치를 누릅니다. 차량 설정 속도 
표시등이 꺼집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습니다. 차량 설정 속도 
표시등이 꺼집니다.

• ICC 스위치를 끕니다. ICC 표시가 꺼집니다.
더 빠른 정속주행속도로 리셋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
니다.

• RES+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설정된 차량 
속도가 약 5km/h(5mph) 단위로 증가합니다.

• RES+ 스위치를 누른 후 빠르게 놓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할 때마다 설정 속도가 약 1km/
h(1mph) 단위로 증가합니다.

더 느린 정속주행 속도로 재설정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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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
니다.

• SET-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설정된 차량 
속도가 약 5km/h(5mph) 단위로 감소합니다.

• SET- 스위치를 누른 후 빠르게 놓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할 때마다 설정 속도가 약 1km/h 
(1mph) 단위로 감소합니다.

사전 설정된 속도를 재개하려면 RES+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차량 속도가 30km/h(25mph) 
이상이면 마지막으로 설정된 정속주행속도로 돌아
갑니다.

LSD3056

앞차와의 설정 거리 변경 방법
앞차와의 거리는 교통 상황에 따라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리  스위치 Ⓐ를 누를 때마다 설정 거리가 
“Long(긴 거리)”, “Middle(중간 거리)”, “Short(짧은 
거리)”으로 바뀌고 한번 더 누르면 다시 Long(긴 
거리)으로 돌아갑니다.

LSD2752

 거리  100km/h(60mph)에서
   대략적인 거리[m(ft)]

1. Long(긴 거리) 60(200)

2. Middle(중간 거리) 45(150)

3. Short(짧은 거리) 30(100)

• 앞차와의 거리는 차량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앞차와의 거리는 길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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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 멈추면 설정 거리는 “Long(긴 거리)”
가 됩니다 (엔진 시동을 걸 때마다 초기 설정은 
“Long(긴 거리)”가 됩니다).

접근 경고
앞차가 급감속하거나 다른 차량이 앞에 끼어들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좁혀지는 경우 시스템은 차임음 
울리고 ICC 시스템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운전자
에게 경고합니다. 브레이크 페달로 감속하여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임이 울리는 경우
• 앞차 감지 표시가 깜박이는 경우
차간거리가 너무 짧을 때는 경고 차임이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차량이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여 차간거리
가 일정할 때

• 앞차량이 가속하여 차간거리가 증가할 때
• 운전자의 차량 근처로 다른 차량이 끼어들 때 

아래의 경우 경고 차임이 울리지 않습니다.
• 주차된 차량이나 서행하는 차량에 접근할 때
• 시스템에 우선하여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
참고:
ICC 센서가 차량 측면 또는 도로 측면에서 물체를 
감지할 경우 접근 경고 차임이 울릴 수 있으며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깜박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C 
시스템이 차량을 감속 또는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굽은 도로, 좁은 길이나 언덕길을 주행하거나 커브
길에 들어서거나 빠져 나올 때 ICC 센서가 이런 물체
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
를 수동으로 적당히 제어해야 합니다.
센서 감도는 차량 작동(스티어링 휠 조작 또는 차선 
내 주행 위치)이나 교통 상황 또는 차량 상태(예: 일부 
손상된 상태로 차량 주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 취소
다음 조건에서는 차임이 울리며 컨트롤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앞차량이  감지되지  않고  운전자의  차량이 

25km/h(15mph) 미만의 속도일 때
• 차량이 정지했다고 시스템이 판단할 때
• 변속레버가 D(주행) 위치 또는 수동 모드가 아닐 
때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킬 때
• VDC 시스템이 꺼질 때
• VDC가 작동할 때
• 센서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서 거리 측정이 되지 
않을 때

• 휠 슬립이 발생할 때
• 레이더 신호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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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제어 모드 제한
 경고

ICC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사항이 아래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없고 교통량이 

적은 건조한 직선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
니다. 시내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ICC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ICC 시스템은 자동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행 속도가 일정한 도로
에서 사용하십시오. 급격한 커브길이나 빙판길, 
폭우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차간거리 제어 기능은 성능 면에서 한계가 있으
므로 ICC 시스템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은 부주의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거나 
산만한 운전을 바로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었거나 기타 악천후에서 
열악한 시야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도 되지 못
합니다.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려면 앞차
까지의 거리와 주변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 페달
을 밟아 차량 속도를 줄이십시오.

• 앞차가 정지하면 차량은 시스템 제한 범위 이내
에서 감속하여 정지합니다. 차량이 정지했다고 
판단하면 시스템이 취소되고 경고 차임이 울립
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 차량의 작동 상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알맞은 
안전거리를 수동으로 조절할 준비를 합니다. 
ICC 시스템이 선택된 차간거리(안전거리)나 
선택된 차량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특정한 도로 또는 기후 조건에서 
전방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조건에서는 절대로 ICC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급한 커브가 있는 도로

 �빙판길이나 눈길 등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

 �악천후 시(비, 안개, 눈 등)

 �범퍼의 거리 센서 주변에 비, 눈이 내리거나 
먼지가 들러붙은 경우

 �가파른 내리막길(차량이 설정 속도를 초과
하여 빈번하게 제동이 걸리므로 브레이크가 
과열될 수 있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도로

 �교통 사정상 잦은 가속 또는 감속으로 인해 
차간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기 어려울 때

 �기타 레이더의 간섭이 존재할 때

•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ICC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전방의 차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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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도로 또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이나 
물체가 예기치 않게 센서 감지 영역으로 들어와 
자동으로 제동될 수 있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며 이 경고 섹션에서 권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ICC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레이더 센서는 다음 물체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 정지 차량 또는 저속의 차량 
• 도로의 보행자나 물체 
• 같은 차선에서 접근 중인 차량
• 주행 차선에서 끼어드는 오토바이
이 센서는 일반적으로 앞차에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따라서 센서가 앞차의 반사 신호를 감지
하지 못하면 ICC 시스템이 선택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앞차를 제대로 감지할 수 없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몇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
니다.
• 주행 차량에 의해 눈이나 빗물이 튀어 센서 
감도를 떨어뜨릴 때

• 차량으로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때
• 차량의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상당히 많은 짐을 
실었을 때

ICC 시스템은 시스템 제한 범위 내에서 센서의 
작동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센서가 먼지로 덮여있거나 막혀있을 때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센서에 얼음이나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지가 덮여 있을 때는 ICC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간거리 컨트롤 모드가 취소되어 선택한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센서를 
점검 및 청소해야 합니다.
레이더 센서의 감지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간 
감지 모드로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려면 앞차가 
감지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차선 안에서 움직이는 앞차가 감지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차선의 중심선에서 
떨어져 운행 중일 때도 같은 차선에 있는 전방의 
오토바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끼어 
드는 차량은 해당 차선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CC 시스템은 시스템 표시를 깜박이고 
차임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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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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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0253

굽은 길, 언덕길, 커브길, 좁은 도로 또는 공사 중인 
도로 등에서 운전할 때 레이더 센서가 다른 차선의 
차량을 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앞차를 감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레이더 시스템이 차량
을 감속 또는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감지는 차량 작동(스티어링 휠 조작 
또는 차선 내 주행 위치 등)이나 차량 상태의 영향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ICC 시스템이 갑자기 시스템 표시를 
깜박이고 차임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수동으로 제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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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ICC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CC 시스템이 
취소되어 앞차와의 선택된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A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ICC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차임이 울리고 시스템 설정이 불가능
해집니다.
• VDC 시스템이 꺼질 때 
• VDC가 작동할 때
• 앞차량이  감지되지  않고  운전자의  차량이 

24km/h(15mph) 미만의 속도일 때
• 차량이 정지했다고 시스템이 판단할 때
• 변속레버가 D(주행) 위치 또는 수동 모드가 
아닐 때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 휠 슬립이 발생할 때
• 레이더 신호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LSD2938



301      

5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장착된 경우)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ICC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끕니다. ICC 시스템을 다시 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조건 B
프런트 범퍼의 레이더 센서 부분이 먼지로 덮여있
거나 막혀있을 때는 ICC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차임이 울리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 (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LSD2985

조치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주차 버튼을 눌러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로 놓은 
후 엔진 시동을 끕니다. 레이더 신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앞 범퍼의 센서 영역을 청소한 후 엔진 
시동을 다시 겁니다.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면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제한된 도로 구조 또는 건물(예: 긴 다리, 사막, 눈
밭, 긴 벽 옆에서 주행)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주행
할 때 시스템이 ICC 시스템 경고(노란색)를 켜고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ICC 시스템을 다시 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조건 C
IC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차임이 
울리고 ICC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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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장착된 경우)

LSD3068

조치

경고등이 켜지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엔진 시동을 끈 후 다시 걸어 주행을 재개한 다음 
ICC 시스템을 다시 설정합니다.
시스템을 설정할 수 없거나 표시가 계속 켜져 있으면 
시스템의 기능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상적인 상태로 주행 가능할지라도 차량을 점검
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SD2981

시스템 정비
ICC 시스템의 센서 Ⓐ는 차량의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바른 ICC 시스템 작동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센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센서 주변을 치거나 손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 센서 부근에 스티커(투명 재료 포함)를 부착하
거나 액세서리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고장 또는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센서 영역 근처에 금속 물체(브러쉬 가드 등)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고장 또는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앞 범퍼를 개조, 분리하거나 도장하지 마십시오. 
앞 범퍼를 커스터마이즈하거나 복구하기 전에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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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3248

대만

무선 주파수 문구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
이 모드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도 
40 - 144km/h(25 - 90mp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고

•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에서는 앞 차량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 차임이 
울리지 않습니다. 앞차의 존재 여부도, 차간
거리도 감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
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상 ICC 시스템 디스플레이의 설정을 확인합
니다.

 �다음 조건에서 주행할 때엔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장치 모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설정 속도로 유지할 수 없을 때

 �교통 정체 상황이거나 다른 주행 차량의 
속도가 다를 때

 �굽은 도로나 언덕길을 주행할 때

 �미끄러운 도로(비, 눈, 얼음 등)를 주행할 때

 �강풍이 부는 지역을 주행할 때

• 위와 같이 실시하는 경우 차량 통제력을 상실
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SD3057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스위치
1. CANCEL 스위치:

설정 속도를 삭제하지 않고 시스템을 작동 중지
시킵니다.

2. RES/+ 스위치:

설정 속도를 재개하거나 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3. SET- 스위치:

원하는 정속주행 속도를 설정하거나 속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4. ICC 스위치:

시스템 작동을 위한 마스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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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장착된 경우)

• 정속주행장치 경고(노란색): ICC 시스템 기능 
이상이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2. 설정된 차량 속도 표시:

설정된 차량 속도를 표시합니다.

LSD3201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 작동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를 작동하려면 ICC 
스위치 Ⓐ를 약 1.5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ICC 
스위치를 눌러 켜면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 
디스플레이 및 표시 Ⓑ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ICC 스위치를 약 1.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ICC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정속
주행장치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제 원하는 정속주행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CC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LSD3069

일반(고정 속도) 정속주행 모드 디스플레이 
및 표시
이 디스플레이는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정속주행장치 표시:

이 표시는 색상에 따라 ICC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정속주행장치 ON 표시(회색): ICC 스위치

가 켜져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 정속주행장치 SET 표시(녹색): 정속주행

속도가 설정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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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완전히 꺼집니다.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
로 놓으면 시스템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ICC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려면 ICC 스위치를 
빠르게 눌렀다가 놓거나(차간거리제어 모드) 다시 
누르고 있으면(일반 정속주행 모드) 켜집니다.

주의

실수로 정속주행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ICC 시스템 
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ICC 스위치를 꺼두어야 
합니다.

LSD3202

정속주행속도를 설정하려면 차량을 원하는 속도로 
가속하고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정속
주행 표시의 색상이 녹색으로 변하고 설정된 차량 
표시가 켜집니다).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차량이 설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습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전에 설정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릴 때는 설정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속도를 수동으로 유지합니다.

사전 설정된 속도를 취소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
를 사용하십시오.
1. CANCEL 스위치를 누릅니다. 차량 속도 표시가 

꺼집니다.

2.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습니다. 차량 속도 표시
가 꺼집니다.

3. ICC 스위치를 끕니다. 정속주행 표시 및 정속
주행 설정 표시 모두 꺼집니다.

더 빠른 정속주행 속도로 재설정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1.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
니다.

2. RES+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스위치에서 손을 뗍니다.

3. RES+ 스위치를 누른 후 빠르게 놓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할 때마다 설정 속도가 약 1.6km/h 
(1mph) 단위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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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느린 정속주행 속도로 리셋하려면 다음 세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1.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SET-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
니다.

2. SET-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차량이 원하는 
속도까지 감속되면 스위치를 놓습니다.

3. SET- 스위치를 누른 후 빠르게 놓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할 때마다 설정 속도가 약 1.6km/h 
(1mph) 단위로 감소됩니다.

사전 설정 속도를 재개하려면 RES+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차량 속도가 40km/h(25mph) 
이상이면 마지막으로 설정된 정속주행속도로 돌아
갑니다.

LSD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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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다음 조건에서는 차임이 울리며 컨트롤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차량이 설정 속도 아래로 13km/h(8mph) 넘게 
감속할 때

• 변속레버가 D(주행) 위치 또는 수동 변속 모드
가 아닐 때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 VDC가 작동할 때(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포함)
• 휠 슬립이 발생할 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차임이 울리고 
정속주행 표시의 색상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조치

정속주행 표시 색상이 주황색으로 바뀌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주차 버튼을 눌러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 놓습니다. 엔진을 시동을 끈 후 다시 
걸어 주행을 시작한 다음 설정을 다시 실시합니다.

그래도 설정할 수 없거나 표시가 계속 켜져 있다면 
시스템의 기능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상적인 상태로 주행 가능할지라도 차량을 점검받
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경고

DCA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DCA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신중

하게 운전하십시오.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완전히 
이해한 다음 DCA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방지하려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비상 시 차량 속도를 제어하십시오. 
도로 및 교통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DCA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시스템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일 뿐 
충돌 경고 또는 회피 장치가 아닙니다. 항상 주의
를 집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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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 차간거리 제어 기능에는 성능상 한계가 있으므로 
DCA 시스템에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이 시스
템은 부주의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거나 산만한 
운전을 바로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었거나 기타 악천후에서 
열악한 시야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도 되지 못
합니다.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려면 앞차
까지의 거리와 주변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 페달
을 밟아 차량 속도를 줄이십시오.

• 차량의 작동 상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수동
으로 감속해 알맞은 안전거리를 유지할 준비를 
하십시오. DCA 시스템은 일부 상황에서 차량
을 감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제동을 건 후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여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조합니다. 가속 작동은 운전자가 
직접 페달을 밟아 실시합니다.

• DCA 시스템은 정지 차량 또는 저속 차량에 
접근할 때는 차량 속도를 제어하거나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앞차와 올바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량 작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 DCA 시스템은 차량을 자동으로 감속하여 운전
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앞차의 급제동 시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감속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차량이 끼어드는 경우 
직접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제어합니다. 
DCA 시스템을 사용할 때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앞차가 정지하면 차량은 시스템 제한 범위 이내
에서 감속하여 정지합니다. 차량이 정지했다고 
판단하면 시스템이 취소되며 경고 차임이 울립
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DCA 시스템은 동일한 차선과 방향으로 주행하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운전자가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레이더 센서가 천천히 주행하는 앞차를 감지하는 
경우 시스템이 차량 속도를 줄여 운전자가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조합니다.
이 시스템은 스로틀(액셀러레이터)를 자동으로 제어
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제동력의 최대 40%까지)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센서의 감지 범위는 전방 약 200m(650f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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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1.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2. 하부 디스플레이 버튼

3.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

4. DCA ON 표시

DCA 시스템 작동
 경고

DCA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인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앞차 감지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시스템의 

제어 및 운전자 경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발을 두면 절대로 안 됩

니다.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제어하면 발이 끼일 
수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 페달 위치에 따라 시스템이 액셀러
레이터 페달에서 적절하게 운전자가 발을 떼도록 
보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LSD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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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DCA 시스템은 앞차와의 거리 및 상대 속도에 따라 
제동을 걸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여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감속되며 앞차가 정지 
하는 경우 속도가 감소되어 정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DCA 시스템은 차량의 총 제동력의 약 40%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앞으로 끼어 들거나 
전방 차량이 급감속하는 경우 DCA 시스템이 차량
을 충분히 신속하게 감속시킬 수 없어 차간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DCA 시스템은 
경고 차임을 울리고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점멸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접근 차량”을 참조하십
시오.

LSD2991

DCA 시스템은 일반 주행 조건에서 차량 제동 후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여 운전자가 앞차와
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앞차가 감지된 경우:
앞차 감지 표시가 켜집니다.

앞차와 가까워지는 경우:
•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필요에 따라 부드
럽게 차량을 감속시킵니다. 앞 차량이 정지하면 
차량 시스템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감속하여 정지
합니다.

• 운전자의 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에 놓인 경우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여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도록 
돕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제동해야 하는 경우:
이 시스템은 경고 차임을 울리고 앞차 감지 표시를 
깜박여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경고 후 운전자의 
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에 놓인 경우 시스템이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여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도록 돕습니다. 
참고:
• DCA 시스템을 통해 제동이 이루어질 때 차량의 

정지등이 켜집니다.
• 브레이크의 작동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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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시스템에 우선하는 운전자 조작 및 작동:
시스템 작동에 우선하는 운전자 조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이는 
동안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더 밟을 때 
DCA 시스템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제어 기능이 
취소됩니다.

• 운전자의 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에 놓여 있을 
때 시스템을 통한 브레이크 제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반면 브레이크 페달에 놓여 있는 경우 시스템을 
통한 브레이크 제어나 경고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 ICC 시스템이 설정된 경우 DCA 시스템이 취소
됩니다.

접근 경고
앞차가 급감속하거나 다른 차량이 앞에 끼어들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좁혀지는 경우 시스템은 차임을 
울리고 DCA 시스템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운전자
에게 경고합니다. 브레이크 페달로 감속하여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임이 울리는 경우
• 앞차 감지 표시가 깜박이는 경우
차간거리가 너무 짧을 때는 경고 차임이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여 차간거리가 
일정할 때

• 앞차량이 가속하여 차간거리가 증가할 때
• 운전자의 차량 근처로 다른 차량이 끼어들 때
주차된 차량이나 저속 주행 차량에 가까워지면 
경고 차임이 울리지 않습니다.

참고:
레이더 센서가 도로 측면에서 물체를 감지할 경우 
접근 경고 차임이 울릴 수 있으며 시스템 디스플레이
가 깜박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CA 시스템이 
차량을 감속 또는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굽은 도로, 
좁은 길이나 언덕길을 주행하거나 커브길에 들어서
거나 빠져 나올 때 레이더 센서가 이런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수동
으로 적당히 제어해야 합니다.
센서 감도는 차량 작동(스티어링 휠 조작 또는 차선 
내 주행 위치)이나 교통 상황 또는 차량 상태(예: 
일부 손상된 상태로 차량 주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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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DCA 시스템 작동/작동 중지 방법
DCA 시스템을 켜려면 엔진 시동 후 다이내믹 드라
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를 누릅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의 DCA 시스템 스위치 표시가 켜집

니다.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DCA 시스템이 꺼집니다. DCA 시스템 
스위치 표시가 꺼집니다.
차량 속도가 약 5km/h(3mph) 이상이 될 때 시스템
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는 DCA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DCA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에서 개별적으로 ON 또는 OFF로 설정 가능합니다. 
OFF로 설정된 경우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를 눌러 켜도 DCA 시스템이 켜지지 않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DCA 시스템 ON/
OFF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DCA 시스템 ON/OFF 설정: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DCA를 켜거나 끌 수 있습

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아래에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2. “Driver Assistance(드라이버 어시스턴스)”를 
선택합니다.

LSD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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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3. “Forward Assist(포워드 어시스트)”를 선택합
니다.

4. On을 선택하면 “Distance Control Assist 
(차간거리제어)” 시스템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DCA 시스템을 OFF로 설정
하고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를 누르면 
DCA 시스템 스위치 표시가 약 2초간 깜박입니다.

LSD3034

DCA 시스템 디스플레이 및 표시
이 디스플레이는 속도계와 타코미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 DCA 시스템 스위치 표시(녹색):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 ON 여부
를 표시합니다.

2. DCA 시스템 경고등(주황색):

DCA 시스템에 기능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켜집
니다.

DCA 시스템 제한
 경고

DCA 시스템 제한 관련 사항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
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도로 상태에 자동으로 적응하지는 

않습니다. 급격한 커브길이나 빙판길, 폭우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시스템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DCA 시스템은 운전자의 발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에 놓여 있으면 브레이크 제어 기능을 작동
시키지 않습니다.

• 차간거리 제어 기능에는 성능상 한계가 있으므로 
DCA 시스템에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이 시스템 
은 부주의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거나 산만한 
운전을 바로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었거나 기타 악천후에서 
열악한 시야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도 되지 못
합니다.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려면 앞차
까지의 거리와 주변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 페달
을 밟아 차량 속도를 줄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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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 이 시스템은 특정한 도로 또는 기후 조건에서 
전방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조건에서는 절대로 
DCA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통량이 많거나 급한 커브가 있는 도로

 �빙판길이나 눈길 등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

 �모랫길 또는 자갈길 등 오프로드(험로)

 �악천후 시(비, 안개, 눈 등)

 �앞 범퍼의 센서 영역에 비, 눈이 내리거나 
먼지가 들러붙은 경우

 �가파른 내리막길(잦은 제동이 걸리면서 브레
이크가 과열될 수 있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도로

 �교통 사정상 잦은 가속 또는 감속으로 인해 
차간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기 어려울 때

 �트레일러나 기타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기타 레이더의 간섭이 존재할 때 

• 도로 또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이나 
물체가 예기치 않게 센서 감지 영역으로 들어
와 자동으로 제동될 수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 
페달로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고 이 
섹션에서 권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DCA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이더 센서는 다음 물체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 정지 차량 또는 저속의 차량
• 도로의 보행자나 물체
• 같은 차선에서 접근 중인 차량
• 주행 차선에서 끼어드는 오토바이
센서가 신호를 감지할 수 없는 몇 가지 상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눈 또는 다른 주행 차량으로 인해 튄 도로 이물질
이 센서 감도를 떨어뜨릴 때

•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을 뒷좌석이나 화물칸에 
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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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SSD0252

DCA 감지 영역

DCA 주행 상황
센서의 감지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감지 영역에 있어야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같은 차선 안에서 움직이는 앞차가 감지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선에 있는 전방의 오토
바이가 차선의 중심선에서 떨어져 운행 중일 때 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끼어 드는 차량
은 해당 차선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감지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DCA 시스템은 시스템 표시를 깜박
이고

차임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운전자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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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SSD0253

굽은 길에서의 DCA 감지 영역

LSD3203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조건 A: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DCA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차임이 울리고 DCA 시스템 스위치 
표시가 깜박입니다. 시스템 설정이 불가능해집니다.
•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시스템이 꺼졌을 때

(DCA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VDC를 켠 후 다이
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를 누릅니다).

굽은 길, 언덕길, 커브길, 좁은 도로 또는 공사 중인 
도로 등에서 운전할 때 센서가 다른 차선의 차량을 
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앞차를 감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차량의 감지는 차량 작동(스티어링 휠 조작 
또는 차선 내 주행 위치 등)이나 차량 상태의 영향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이 갑자기 
시스템 표시를 깜박이고 차임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수동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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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VDC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시스템”을 참조하십
시오.

• ABS 또는 VDC(TCS 포함)가 작동하고 있을 
때

• 레이더 신호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다이내믹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끕니다. 
DCA 시스템을 다시 켜서 사용합니다. LSD2992

조건 B:
레이더 센서 영역이 먼지로 덮여 있거나 막혀 앞차
를 감지할 수 없을 때는 DCA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차임이 울리고 DCA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이 켜지며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경고가 나타납니다.

조치:
경고등이 켜지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주차 
버튼을 눌러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로 놓은 후 
엔진 시동을 끕니다. 레이더 신호가 일시적으로 중단
되면 센서 영역을 청소한 후 엔진 시동을 다시 겁니다.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경고가 계속 나타나면 DCA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제한된 도로 구조 또는 건물(예: 긴 다리, 사막, 
눈밭, 긴 벽 옆에서 주행)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시스템이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을 켜고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DCA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조건 C:
DCA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차임이 
울리고 DCA 시스템 전방 표시(주황색) 및 시스템 
“Malfunction(기능이상)” 경고 메시지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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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DCA 시스템 경고등(주황색) 및 경고 메시지가 나타 
나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을 P(주차) 
위치에 놓습니다. 엔진 시동을 끄고 다시 건 후 
DCA 시스템을 다시 켭니다.
시스템을 설정할 수 없거나 표시가 계속 켜져 있으면 
시스템의 기능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상적인 상태로 주행 가능할지라도 차량을 점검 
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스템 정비
DCA 시스템 센서는 ICC와 마찬가지이며 앞 범퍼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
(ICC)”를 참조하십시오.

LSD3248

대만

 경고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운전자를 보조

하는 수단입니다. 교통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안전하게 주행할 운전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으며,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
를 막지 못합니다.

•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모든 주행, 교통, 
기후 및 도로 상황에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주행 차선의 앞차량
이나 보행자와 전방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
(FEB) 시스템(장착된 경우)차간거리 제어(DCA) (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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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LSD2954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차량 앞쪽의 레이더 
센서 Ⓐ를 사용하여 동일한 차선에서 주행하는 앞
차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보행자의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레이더 센서는 물론 앞유리 
뒤쪽의 카메라 Ⓑ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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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1. 앞차 감지 표시

2. 보행자 감지 내장 FEB 비상 경고 표시

3.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

시스템 작동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약 5km/h(3mph)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합니다. 보행자 감지 기능의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10 - 60km/h 
(6 - 37mph)의 속도에서 작동합니다.
다른 차량과의 전방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앞차 감지 표시를 깜박이고 
경고음을 울려 처음으로 경고를 운전자에게 제공합
니다. 또한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위로 움직인 후 부분적으로 브레이크
를 작동시킵니다. 운전자가 강한 힘으로 빠르게 브레
이크를 작동시켜도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여전히 전방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감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력을 높입니다.

LSD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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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충돌 위험이 임박했으나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비상 경고 표시(빨간색)를 깜박이고 
경고음을 울려 두 번째 경고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더욱 강하게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보행자와의 전방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비상 
경고 표시(빨간색)를 깜박이고 경고음을 울려 운전자
에게 경고를 제공한 후 부분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
시킵니다. 운전자가 강한 힘으로 빠르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도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여전히 
보행자와의 전방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감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력을 높입니다. 충돌 위험이 임박 
했으나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자동으로 더욱 
강하게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참고: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을 통해 제동이 이루
어질 때 차량의 정지등이 켜집니다.
차량 속도, 앞차 또는 전방 보행자와의 거리 및 주행 
조건과 도로 상태에서 따라 시스템은 전방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지원하거나, 충돌이 불가
피한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운전자
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거나 가속 또는 제동하는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나중에 작동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 제동 기능이 작동 중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티어링 휠을 돌려 충돌을 피하는 경우
•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은 경우
• 전방에 더 이상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차량을 정지시키면 
브레이크가 해제되기 전 차량이 약 2초간 멈춘 상태
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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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켜기/끄기
다음 단계에 따라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을 
작동 또는 작동 중지시킵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아래에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2. “Driver Assistance(드라이버 어시스턴스)”를 
선택합니다.

3. “Emergency Assist(이머전시 어시스트)”를 선택
합니다.

4. ON을 선택하면 “Forward emergency braking 
(전방 비상 제동)” 시스템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을 끄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이 켜집니다.
참고:
• 다시 엔진 시동을 걸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 시스템(장착된 

경우)은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에 내장
되어 있습니다. PFCW 시스템의 경우 하부 디스
플레이에서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을 끄면 PFCW 시스템도 
꺼집니다.

LSD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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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 제한

 경고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제한 관련 사항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에 대한 레이더 

센서는 다음 물체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작은 체구의 보행자(어린이 포함), 동물 및 
자전거

 �휠체어를 탄 보행자나 스쿠터, 어린이 장난감 
또는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을 사용
하는 보행자

 �앉아 있는 보행자 또는 똑바로 서 있거나 걷지 
않는 보행자

 �접근 중인 차량

 �횡단 차량 

 �노변의 장애물

•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에는 일부 성능
상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차량 경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약 
80km/h(50mph) 이상으로 차량을 주행할 
때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감지의 경우 60km/h(37mph) 이상
이나 10km/h(6mph) 미만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할 때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은 가로등이 있더
라도 어두운 곳이나 터널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보행자의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첫 번째 경고를 울리거나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밀어 올리지 않습니다.

• 오토바이와 같이 앞차량의 폭이 좁은 경우 보행
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 차량 간 속도 차가 너무 작은 경우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다음 조건에서는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의 레이더 센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거나 
앞차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불량할 때(비, 눈, 안개, 황사, 모래 
바람 및 다른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서 튄 물)

 �가파른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길에서 주행할 
때

 �울퉁불퉁한 노면(예: 고르지 못한 흙먼지 
도로)에서 주행할 때

 �먼지, 얼음, 눈이나 기타 이물질이 레이더 
센서 영역을 덮고 있을 때

 �다른 레이더의 간섭이 있을 때

 �앞유리의 카메라 영역이 뿌옇거나 먼지, 물
방울, 얼음, 눈 등으로 덮여 있을 때

 �강한 빛(예: 햇빛 또는 다가오는 차량의 
상향등 불빛)이 전방 카메라에 들어올 때 
강한 빛으로 인해 보행자 주변의 영역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해당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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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밝기가 급격하게 변할 때 (예: 터널 또는 응달 
지역에 들어가거나 응달 지역을 빠져나오는 
경우 또는 번개가 번쩍이는 경우)

 �사람과 배경 간 대비가 나쁜 경우(예: 배경과 
비슷한 색상이나 패턴의 의복 착용)

 �보행자가 짐을 들고 다니거나 매우 헐렁한 
의복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어 보행자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 식별할 수 
없을 때

•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

 �경사지에서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을 뒷좌석이나 트렁크
에 실은 경우

• 시스템은 일정한 제한 내에서 센서 작동(레이더 
및 카메라)의 기능을 자동으로 점검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얼음, 눈 또는 스티커 등
으로 가려진 센서 영역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센서 영역을 점검 및 청소해야 합니다.

• 일부 도로 및 교통 상황에서는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예상치 않게 부분적으로 브레이크
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가속해야 하는 경우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시스템을 취소합니다.

• 지나친 소음은 경고 차임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어 차임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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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SSD0253

굽은 길, 언덕길, 커브길, 좁은 도로 또는 공사 중인 
도로 등에서 운전할 때 센서가 다른 차선의 차량을 
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앞차를 감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감지는 차량 작동(스티어링 휠 조작 또는 
차선 내 주행 위치 등)이나 차량 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이 갑자기 시스템 표시
를 깜박이고 차임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수동으로 제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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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조건 A:
다음 상황에서는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이 깜박이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레이더 센서가 다른 레이더의 간섭을 받는 경우
• 앞유리 카메라 영역이 뿌옇거나 얼은 경우
• 강한 빛이 앞쪽에서 비추는 경우
• 직사광선을 받는 실내 온도가 약 40°C(104°F) 
이상인 경우

• 앞유리 카메라 영역이 계속 먼지 등으로 덮인 
경우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LSD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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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참고:
앞유리 내부나 카메라 영역이 뿌옇거나 얼은 경우 
A/C를 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이 영역에 먼지가 보이면 점검을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조건 B:
다음 상황에서는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이 켜지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지며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경고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 앞 범퍼의 센서 영역이 먼지로 덮여 있거나 막힌 
경우

조치

경고등(주황색)이 켜지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로 놓은 후 엔진 시동을 
끕니다. 앞 범퍼의 레이더 센서 영역 또는 앞유리의 
카메라 영역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후 다시 엔진 
시동을 겁니다.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
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제한된 도로 구조 또는 건물(예: 긴 다리, 사막, 눈밭, 
긴 벽 옆에서 주행)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참고: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PFCW 시스템(장착된 경우) 또한 작동을 멈춥니다.

시스템 기능이상
기능이상이 발생하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이 자동으로 꺼지고 차임이 울립니다. 또한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이 켜지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Malfunction(기능이상)]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조치

경고등(주황색)이 켜지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고 엔진 시동을 끈 후 다시 겁니다.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PFCW 시스템(장착된 경우) 또한 작동을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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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장착된 경우)

LSD2954

시스템 정비
레이더 센서 Ⓐ는 차량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메라 Ⓑ는 앞유리의 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바른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작동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앞 범퍼의 센서 영역과 앞유리를 늘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 센서 주변을 치거나 손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예: 범퍼, 앞유리).

• 센서 부근에 스티커를 덮거나 부착하거나 액세
서리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센서 신호가 차단되
거나 고장 또는 기능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이더 센서 주변에 금속 물체(브러쉬 가드 등)
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고장 또는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반사성 물체(예: 흰 종이나 거울)를 계기판에 
놓으면 안 됩니다. 반사되는 햇빛은 카메라 장치
의 감지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앞 범퍼를 개조, 분리하거나 도장하지 마십시오. 
앞 범퍼를 커스터마이즈하거나 복구하기 전에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SD3248

대만

무선 주파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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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PFCW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PFCW 시스템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 운전자에

게 경고할 수 있지만 충돌을 회피하지는 못합
니다. 항상 주의를 집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을 제어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PFCW 시스템은 동일 차선의 앞차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급제동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LSD2952

PFCW 시스템은 차량 앞쪽의 레이더 센서 Ⓐ를 
사용하여 동일 차선에서 주행하는 앞차와의 거리
를 측정합니다.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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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1. 앞차 감지 표시

2.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

LSD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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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LSD2263

PFCW 시스템 작동
PFCW 시스템은 약 5km/h(3mph)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합니다.
잠재적인 전방 충돌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PFCW 
시스템은 앞차 감지 표시를 깜박이고 경고음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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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PFCW 시스템 켜기/끄기
다음 단계를 실시하여 PFCW 시스템을 켜거나 
끕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아래에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2. “Driver Assistance(드라이버 어시스턴스)”를 
선택합니다.

3. “Emergency Assist(이머전시 어시스트)”를 
선택합니다.

4. On을 선택하면 “Forward emergency braking 
(전방 비상 제동)” 시스템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PFCW 시스템을 끄면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이 켜집니다.
참고:
• 다시 엔진 시동을 걸면 PFCW 시스템이 자동

으로 켜집니다.
• PFCW 시스템(장착된 경우)은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PFCW 시스템
의 경우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을 끄면 
PFCW 시스템도 꺼집니다.

LSD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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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LSD2312

그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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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LSD2265

그림 B

PFCW 시스템 제한
 경고

PFCW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사항이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PFCW 시스템이 모든 조건에서 모든 차량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 레이더 센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은 감지하지 못

합니다.

 �도로의 보행자, 동물 또는 장애물

 �접근 중인 차량

 �횡단 차량

• (그림 A) PFCW 시스템은 앞차가 오토바이 등의 
좁은 차량인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 레이더 센서는 다음 조건에서 앞차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 또는 폭우가 내릴 때 

 �먼지, 얼음, 눈이나 기타 이물질이 레이더 
센서를 덮고 있을 때

 �다른 레이더의 간섭이 있을 때

 �눈 또는 다른 주행 차량에 의해 튄 도로 이물질
이 존재할 때

 �터널을 주행할 때

 � (그림 B) 앞차가 견인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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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 (그림 C)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레이더 센서의 빔 작동이 방해를 받습니다.

 � (그림 D) 가파른 내리막길이나 급커브길에서 
주행할 때

• 시스템은 일정한 제한 내에서 센서 작동을 자동 
으로 점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얼음, 눈, 스티커 등과 같이 센서 영역을 차단
하는 일부 유형의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올바르게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없습니다. 점검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센서 영역을 청소해야 합니다.

• 지나친 소음은 경고 차임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어 차임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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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LSD2266

그림 C



337      

5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LSD2313

그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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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조건 A
레이더 센서가 다른 레이더의 간섭을 받아 앞차를 
감지할 수 없으면 PFCW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집
니다.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이 
켜집니다.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PFCW 시스템이 자동
으로 재개됩니다.
조건 B
앞 범퍼의 센서 영역이 먼지로 덮여 있거나 막혀 
앞차를 감지할 수 없을 때는 PFCW 시스템이 자동
으로 꺼집니다.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이 
켜지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Unavailable: 
Front Radar Blocked(사용 불가: 전방 레이더 차단)”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LSD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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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장착된 경우)

조치

경고등(주황색)이 켜지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주차 버튼을 눌러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로 놓은 
후 엔진 시동을 끕니다. 하부 그릴의 레이더 커버를 
부드러운 천으로 청소한 후 다시 엔진 시동을 겁니다.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PFCW 시스템을 점검받으
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제한된 도로 구조 또는 건물(예: 긴 다리, 사막, 
눈밭, 긴 벽 옆에서 주행)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PFCW 시스템이 자동
으로 재개됩니다.
참고: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PFCW 시스템(장착된 경우) 또한 작동을 멈춥니다.

시스템 기능이상
기능이상이 발생하면 PFCW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지고 차임이 울립니다. 또한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등(주황색)이 켜지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Malfunction(기능이상)] 경고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조치

경고등(주황색)이 켜지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고 엔진 시동을 끈 후 다시 겁니다.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PFCW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SD2952

시스템 정비
센서 Ⓐ는 차량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바른 시스템 작동을 위해 다음 사항
을 준수하십시오.
• 앞 범퍼의 센서 구역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십
시오.

• 센서 주변을 치거나 손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 센서 영역 주변 앞 범퍼에 스티커나 이와 유사한 
물체를 부착하거나 덮지 마십시오. 고장 또는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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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주변에 금속 물체(브러쉬 가드 등)를 부착
하지 마십시오. 고장 또는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앞 범퍼를 개조, 분리하거나 도장하지 마십시오. 
앞 범퍼를 커스터마이즈하거나 복구하기 전에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SD3248

대만

차량 길들이기

주의

최초 2,000km(1,200마일)를 주행하는 동안에는 
다음 권장 사항을 준수하여 최고의 엔진 성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신뢰성과 경제성을 보장받으
시기 바랍니다. 이 권장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엔진 수명이 짧아지고 엔진 성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오랜 시간 동안 빠르거나 느리거나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또한 엔진
회전수를 4,000rpm 이상으로 높이지 마십시오.

• 어떤 기어 변속에서도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완전히 밟아 가속하지 마십시오.

• 급출발을 삼가십시오.
• 급제동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전방 충돌 예측 경고(PFCW) 
(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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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 및 점검하
십시오.

•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십시오.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 마모가 증가하고 연비가 
저하됩니다.

• 휠 얼라인먼트가 모두 제대로 조정되도록 하십
시오.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경우 타이어 수명이 
짧아지고 연비가 저하됩니다.

• 권장되는 점도의 엔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권장 SAE 점도 번호”를 참조하
십시오.

연비 향상 인텔리전트 4륜구동(AWD) 
(장착된 경우)

엔진 작동 중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미터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LSD2082

주행 중에 AWD 오류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에 기능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줄인 후 최대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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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4륜구동(AWD)(장착된 경우) 

LSD2083

AWD 고온 메시지는 차량 견인 상황에서 오일 온도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2륜
구동(2WD)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안전에 유의하면서 가급적 빨리 차량을 
세우고 공회전시키십시오. 메시지가 꺼지면 계속 
주행하십시오.

LSD2095

앞뒤 휠의 직경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타이어 
크기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공회전 상태로 두십시오. 모든 타이어
의 크기가 동일한지, 타이어의 압력은 정확한지, 
그리고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았는지 점검
합니다.
경고 메시지가 계속 표시되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 타이어의 구동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텔
리전트 AWD 작동 시에도 급가속, 급격한 방향 
변경 또는 급제동 시 차량 통제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AWD 장착 차량의 경우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두 바퀴를 지면에서 들어올리고 주행 또는 후진 
위치 등으로 변속하지 마십시오. 구동장치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심한 인체 
부상 또는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륜 동력계(일부 국가에서 배기 검사 시 사용
하는 동력계 등) 또는 유사한 장비에서는 다른 
두 바퀴를 지면에서 들어올린 상태라도 AWD 
장착 차량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동력계
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검사소 직원에게 차량에 
AWD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주십시오. 
잘못된 검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구동장치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심한 인체 부상 
또는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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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4륜구동(AWD)(장착된 경우) 

주의

• 휠 중 하나라도 들어 올린 경우 프리 롤러 위에서 
엔진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 프리 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휠도 들어 
올리지 말고 동일한 속도로 네 개 휠을 돌립니다.

• 주행 중에 AWD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AWD 시스템 기능이상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
니다. 즉시 차량 속도를 줄인 후 최대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AWD Temperature(AWD 온도) 또는 “Tire 
Size Incorrect(타이어 크기 부정확)” 메시지가 
표시될 때 계속 주행하면 동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주행 중 AWD 고온 메시지가 표시되면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엔진을 공회전시킵니다. 
주행 모드는 2WD로 변경되어 AWD 시스템의 
기능이상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꺼지면 다시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주행 중 “Tire Size Incorrect(타이어 크기 
부정확)” 메시지가 표시되면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엔진을 공회전시킵니다. 모든 
타이어의 크기가 동일한지, 타이어의 압력은 
정확한지, 그리고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위와 같이 작동한 후 경고 메시지가 계속 표시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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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D0050

• 예기치 않은 차량 및/또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차량에 어린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또한 더운 날씨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 및 동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1.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2. 주차 버튼을 눌러 차량을 P(주차) 위치에 놓습
니다.

3.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 차량이 굴러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바퀴를 꺾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커브 내리막길 주차 Ⓐ:

바퀴를 연석 방향으로 돌리고 보도측의 바퀴가 
연석에 부드럽게 닿을 때까지 차량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 커브 오르막길 주차 Ⓑ:

바퀴를 연석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보도측의 
바퀴가 연석에 부드럽게 닿을 때까지 차량을 
뒤로 움직입니다.

 경고

• 마른 풀잎, 폐지 또는 헝겊더미와 같은 가연성 
물질 위에 차량을 멈추거나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런 물질은 착화되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주차를 위해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이 예상치 않은 방식
으로 움직이거나 굴러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
니다. 변속레버를 최대한 앞쪽으로 밀었는지 
확인하고 풋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로 엔진이 작동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 차내에 어린이만 혼자 두지 마십시오. 자칫 스위치 
나 컨트롤을 작동시키거나 차량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언덕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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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 없이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 주차 Ⓒ:
차량이 움직이더라도 도로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립니다.
4.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습니다.

트레일러 견인

차량으로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안 됩니다.

플랫 견인
차량의 네 바퀴를 지면에 둔 상태에서 견인하는 것을 
플랫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캠핑카 등 여가용 
차량 뒤쪽에 차량을 견인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의

•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변속기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 4개의 바퀴를 모두 지면에 놓은 상태(플랫 견인)
로 무단변속기 차량을 견인해서는 안 됩니다. 
변속기 윤활 부족으로 인해 내부 변속기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지면에 바퀴가 닿은 상태로 4륜구동(AWD) 
차량을 견인하지 마십시오. 동력장치가 심하게 
손상되어 많은 수리 비용이 들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 
섹션에 수록된 “인피니티 권장 견인”을 참조
하십시오.

무단변속기(CVT)
CVT 장착 차량을 견인하려면 견인되는 차량의 
구동 바퀴 아래에 적절한 차량 돌리를 놓아야 합니다. 
돌리를 사용할 때는 항상 돌리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릅니다.

주차/언덕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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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엔진이 작동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지면 
파워 스티어링 보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스티어링 조작이 더 힘들어집니다.

• 엔진 작동 시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켜지면, 
파워 스티어링 보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차량은 계속 제어할 수 있지만 스티어링 조작이 
더 힘들어집니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주행 시 적은 힘으로도 
스티어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력을 제공합니다.
주차 시 또는 매우 저속으로 주행 시 스티어링 휠을 
반복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면 파워 스티어링 
보조 기능의 작동 수준이 감소됩니다. 이는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과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티어링 보조 기능의 작동 수준이 
감소하면 스티어링 휠 조작이 힘들어집니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온도가 하락하면 스티어링 보조가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과열될 수 있는 스티어링 휠 조작을 반복하지 마십
시오.

스티어링 휠을 빠르게 조작할 경우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엔진 작동 중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켜질 경우,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파워 스티
어링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엔진 작동 중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켜지면 스티
어링 보조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차량은 
여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저속 주행 시 스티어링 휠 조작에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에 
수록된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을 참조하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별도의 두 유압 회로가 있습
니다. 한 회로의 기능이상인 경우 두 휠의 제동 
작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브레이크 주의사항
진공 보조 브레이크
브레이크 부스터는 엔진의 진공 상태를 이용해 
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멈추면 브레
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세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차량이 멈추며 정지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 사용
운전 중에는 풋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브레이크가 과열되고 브레이크 패드가 
더 빨리 마모되며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마모를 줄이고 브레이크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리막길이나 긴 비탈길을 내려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저단 기어로 변속하십시오. 브레이크
가 과열되면 제동 성능이 떨어져 차량에 대한 통제력
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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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시스템

 경고

• 미끄러운 노면에서 주행하는 동안 제동, 가속 
또는 저단 변속할 때 특히 주의하십시오. 갑작
스럽게 제동 또는 가속하면 바퀴가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에 엔진이 작동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를 위한 보조 동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제동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젖은 브레이크
세차를 하거나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하여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젖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물에 
젖으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제동 중에 차량이 한
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말리려면 차량을 안전 속도로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아서 브레이크를 가열
시키면 됩니다. 브레이크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운전합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
할 때까지는 고속 주행하지 마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길들이기
주차 브레이크의 효과가 약해지거나 주차 브레이크 
슈 및/또는 로터를 교체할 때마다 최상의 제동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차 브레이크 슈를 길들입니다.

이 절차는 인피니티 서비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습
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ABS 브레이크 시스템(ABS)
 경고

• ABS는 정교한 장치이지만 부주의하거나 위험 
하게 운전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ABS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제동하는 동안 지속적
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표면에서의 정지 거리는 ABS를 사용
하는 경우에도 정상 노면에서의 정지 거리보다 
길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또한 비포장도로 또는 
자갈이나 눈이 덮인 도로에서 운전할 때, 또는 
타이어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지 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결국 안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에게 있습니다.

• 타이어 종류 및 상태도 제동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네 휠 모두에 지정된 
규격의 타이어를 장착하십시오.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할 때는 타이어 표식에 
규정된 적정 크기 및 종류의 타이어인지 확인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타이어 
표식”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휠 및 타이어”를 참조하십시오.

ABS는 강하게 제동하거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제어
합니다. ABS 시스템은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감지
하고 각 바퀴가 잠겨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액의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ABS 시스템은 각 휠이 
잠기지 않도록 방지하여 운전자의 지속적인 스티어링 
제어 작동을 지원하고 미끄러운 노면에서 도로를 
이탈하거나 헛도는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시스템 사용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강하고 
지속적인 압력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되, 브레

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았다(펌핑)하지 마십시오. 
ABS이 작동하여 휠이 잠기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차량을 조향하여 장애물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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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았다(펌핑)하지 마십시오. 
밟았다 놓았다(펌핑) 할 경우 정지 거리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 기능
ABS에는 전자 센서, 전기 펌프, 유압 솔레노이드 
및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엔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저속으로 전진 또는 후진할 때
마다 ABS를 테스트하는 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
니다. 자가 테스트가 이루어질 때 “덜컹”하는 소리
가 들리거나 브레이크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기능이상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기능이상을 감지하면 
ABS를 끄고 계기판의 ABS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일반 브레이크처럼 작동
하지만 잠김방지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가 테스트 또는 주행 중 ABS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정상 작동
ABS 브레이크 시스템(ABS)은 5 - 10km/h(3 - 
6mph) 미만의 속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로 
상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1개 이상의 휠이 곧 잠길 것이라고 ABS가 감지하면 
액추에이터가 급속하게 유압을 가하고 해제합니다. 
이 같은 작용은 브레이크를 매우 빨리 밟았다 놓았다
(펌핑)하는 작용과 유사합니다. 작동하는 동안 브레
이크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후드 아래에서 소음이 
들리거나 액츄에이터에서 진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ABS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진동은 도로 상태가 
위험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는 최대한
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브레이크 어시스트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지는 힘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
서면 브레이크 어시스트가 작동하므로 페달을 가볍
게만 밟아도 기존 브레이크 부스터보다 더 큰 제동력
이 발생됩니다.

 경고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제동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충돌 경고 또는 회피 장치가 아닙니다. 항상 
주의를 집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을 제어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차량주행안전제어(VDC) 시스템

VDC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조작 및 차량 움직임을 모니터링합니다. 특정 주행 
조건 하에서 VDC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헛도는 바퀴의 슬립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제동 
압력을 조절하여 구동력이 동일한 차축의 헛돌지 
않는 바퀴로 전달되게 합니다.

• 제동 압력 및 엔진 출력을 제어하여 차량 속도에 
따른 구동 바퀴의 슬립 현상을 감소시킵니다

(트랙션 컨트롤 기능).
• 엔진 출력과 개별 바퀴의 제동 압력을 조절하여 
다음 상황에서 운전자의 지속적인 차량 통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언더스티어(스티어링 휠을 돌린 각도만큼 
경로를 타지 못하고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는 현상)

 �오버스티어(특정 도로 또는 주행 환경에서 
차량 스핀이 발생하는 현상)

VDC 시스템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제어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주행 상황에서 차량 
통제력 손실을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VDC 시스템이 작동할 때 계기판의  표시등이 
깜박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브레이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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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행안전제어(VDC) 시스템

• 도로가 미끄럽거나 시스템이 스티어링 휠 조작 
경로로 차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지거나 후드 아래
에서부터 소음이나 진동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VDC 시스템이 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속도 및 주행 방법을 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십
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에 
수록된 “SL IP 표시등” 및 “차량주행 안전제어

(VDC) OFF 표시등”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 기능이상이 발생하면 계기판의  및 
 표시등이 켜집니다. VDC 시스템은 이 표시

등이 켜질 때 자동으로 꺼집니다.
하부 디스플레이는 VDC 시스템을 끌 때 사용됩니다. 

 표시등이 켜져 VDC 시스템이 꺼져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꺼도 VDC 
시스템은 슬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동 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하여 여전히 한 구동 바퀴의 슬립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그 외의 모든 VDC 기능은 꺼지고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습니다.
VDC 시스템은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로 놓은 후 
다시 ON 위치로 놓을 때 자동으로 리셋됩니다.
컴퓨터에는 엔진 시동을 건 후 저속으로 전진 또는 
후진할 때마다 VDC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가 이루어질 
때 “덜컹”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브레이크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
으로, 기능이상의 징후가 아닙니다.

 경고

• VDC 시스템은 주행 안정성을 개선하도록 설계
되어 있지만 고속에서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이나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 방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지는 못합니다. 차량 속도를 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곳에서 운전하고 코너링할 때는 
특히 주의하고 늘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

• 차량의 서스펜션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쇽 업소버, 
스트러트, 스프링, 스태빌라이저 바, 부싱 및 휠
과 같은 서스펜션 관련 부품이 인피니티의 순
정품이 아니거나 그 품질이 매우 저하된 경우 
VDC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관련 부품(예: 브레이크 패드, 로터 

및 캘리퍼)이 인피티니의 권장 부품이 아니거나 
그 품질이 매우 저하된 경우 VDC 시스템이 올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도 있습니다.
• 엔진 관련 부품이 인피티니의 권장 부품이 아니 

거나 그 품질이 매우 저하된 경우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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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행안전제어(VDC) 시스템

• 높다란 횡경사 코너와 같이 매우 경사진 도로
에서 운전할 때는 VDC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고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도로에서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 회전대, 페리선, 승강기 또는 진입로와 같이 노
면이 불안정한 곳에서 운전할 때는  표시
등이 깜박이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안정된 노면으로 이동한 후 다시 엔진 시동을 
겁니다.

• 인피니티 권장 부품이 아닌 다른 휠 또는 타이어
를 사용할 경우 VDC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표시등이 깜박이
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
니다.

• VDC 시스템은 눈으로 덮인 도로에서 스노우 
타이어나 타이어 체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동력 분배
코너링 상황에서 제동 중 시스템이 선회 반경에 따라 
네 휠 각각으로 전달되는 제동력을 최적으로 분배
합니다.

 경고

• VDC 시스템은 주행 안정성을 개선하도록 설계
되어 있지만 고속에서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이나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 방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지는 못합니다. 차량 속도를 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곳에서 운전하고 코너링할 때는 
특히 주의하고 늘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

• 차량의 서스펜션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쇽 업
소버, 스트러트, 스프링, 스태빌라이저 바, 부싱 
및 휠과 같은 서스펜션 관련 부품이 인피니티의 
순정품이 아니거나 그 품질이 매우 저하된 경우 
VDC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관련 부품(예: 브레이크 패드, 로터 
및 캘리퍼)이 인피티니의 권장 부품이 아니거나 
그 품질이 매우 저하된 경우 VDC 시스템이 올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도 있습니다.
• 엔진 관련 부품이 인피티니의 권장 부품이 아니 

거나 그 품질이 매우 저하된 경우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도 있습니다.

• 높다란 횡경사 코너와 같이 매우 경사진 도로
에서 운전할 때는 VDC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고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도로에서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 회전대, 페리선, 승강기 또는 진입로와 같이 노면
이 불안정한 곳에서 운전할 때는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상이 아닙니다. 안정된 
노면으로 이동한 후 엔진을 재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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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티 권장 부품이 아닌 다른 휠 또는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 VDC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및  표시등이 모두 켜질 수 있습니다.
• VDC 시스템은 눈으로 덮인 도로에서 스노우 

타이어나 타이어 체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섀시 컨트롤

섀시 컨트롤은 다음 기능이 포함된 전자 컨트롤 모듈
입니다.
•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스티어링 및 가속/제동 패턴
을 기반으로 주행 상태를 감지한 후 각 휠의 제동 
압력을 제어하여 부드러운 차량 응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차량주행 안전제어

(VDC) 시스템을 끄면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시스템도 꺼집니다.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계기판에 보행자 감지 내장 FEB 시스템 경고 
표시등이 켜집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의 “Infiniti Drive Mode Selector 
(인피니티 주행 모드 선택)” 메뉴 옵션을 통해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을 On(작동) 또는 OFF(작동 중지)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기능은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을 돌린 정도 및 여러 센서에서 계산된 코너 주행 
상태에 따라 무단변속기(CVT) 기어비를 제어하여 
미세한 감속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고 코너에서 제동 시 속도 조정 노력이 
감소되는 이점이 제공됩니다.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에 따라 CVT 기어비 제어를 통해 미세한 
감속을 추가하여 제동감도 향상시켜 줍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의 “Infiniti Drive Mode Selector 
(인피니티 주행 모드 선택)” 메뉴 옵션을 통해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를 ON(작동) 또는 OFF(작동 중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주행안전제어(VD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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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컨트롤

LSD2185

코너에서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하부 
디스플레이에서 “섀시 컨트롤” 모드를 선택하면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그래픽이 차량 정보 디스플
레이에 표시됩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Chassis Control(섀시 
컨트롤)”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액티브 엔진 브레
이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
니다.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경고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는 주행 상황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작동 시 타코미터 바늘이 
올라가 엔진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이 시스템은 (휠 속도 정보에 따라) 상체 움직임을 
감지하여 엔진 토크 및 네 휠의 제동 압력을 제어합
니다. 그러므로 기복이 심한 노면을 통과할 때 불편한 
상체 움직임을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승차감이 향상
됩니다. 이 시스템은 40km/h(25mph) 이상의 속도
에서 작동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VDC 시스템을 끄면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도 꺼집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Dynamics-control Module 
(다이내믹스-컨트롤 모듈)”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작동 시 소음이 들리며 약간 
감속되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
으로,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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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언덕길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언덕 출발 보조장치인 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십
시오. 항상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량을 가파른 언덕길에 세울 때는 브레이크 페달
을 밟습니다. 빙판길이나 진흙길에서 정지할 경우
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뒤로 밀려 차량 통제력을 상실되어 심한 부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은 언덕길에서 정지 
시 차량을 완전히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았
습니다. 차량을 가파른 언덕길에 세울 때는 브레
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뒤로 밀려 충돌 사고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은 모든 부하 또는 
도로 조건에서 차량이 언덕길에서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충돌 사고나 중상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언덕길에서 멈추면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
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액셀러
레이터 페달로 옮겨 밟는 동안 차량이 뒤로 굴러가
지 않도록 자동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진 또는 후진 기어에 놓은 경우
•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언덕길에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경우 최대 고정 시간은 2초입니다. 2초가 
지나면 차량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힐 스타트 
어시스트(언덕 출발 보조장치)가 완전히 작동

을 멈추게 됩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은 변속레버를 N(중립) 
위치에 놓거나 주차 버튼을 눌러 차량을 P(주차) 위치
에 설정하거나 평지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LSD2993

소나 시스템은 경고음을 울려 범퍼 근처의 장애물을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소나 시스템을 켜면 카메라 작동 시 중앙 디스플레이
에 소나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경고

소나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소나 시스템은 올바른 주행 절차를 대체하지 

않으며 차량이나 물체와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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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 운전자는 주차 및 기타 조작 시 항상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 전 항상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 기능은 운전자가 큰 고정 물체를 감지하여 
차량 손상을 피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차량의 범퍼가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잘못 맞춰지거나 
구부러진 경우 감지 영역이 변경되어 장애물이 부정확
하게 측정되거나 경보가 잘못 울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

• 과도한 소음(오디오 시스템 음량이 높거나 차량의 
윈도우가 열려 있을 경우)은 경보음에 지장을 
주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센서(범퍼에 위치)에 눈, 얼음 또는 상당한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센서를 날카로운 물체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센서가 덮여 있으면 센서 
기능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작동
이 시스템은 변속레버가 D(주행) 위치에 있을 때는 
시각 및 청각 신호로 전방 장애물에 대하여 알려주고 
R(후진) 위치에 있을 때는 전방 및 후방 장애물 모두
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소나 작동표

FR 센서 RR 센서
범위 청각 

신호

시각 
신호

청각 
신호

시각 
신호

P x † x †
R o o o o
N x † x †
D o o x †

o - 감지 시 표시/신호음
† - 카메라 화면에 표시
x - 표시 및 신호음 없음

이 시스템은 10km/h(6mph) 이상의 속도에서는 
작동 중지됩니다.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다시 작동
됩니다.
간헐적인 신호음은 장애물이 코너 센서에 의해서만 
감지되고 거리가 바뀌지 않을 때 3초 후에 멈춥니다. 
장애물이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면 신호음이 멈춥니다.

물체가 감지되면 표시(녹색)가 나타나 깜박이고 
신호음이 간헐적으로 울립니다. 차량이 물체에 더 
접근하면 표시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며 깜박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차량이 물체와 아주 근접하면 
표시가 깜박임을 멈추고 빨간색으로 바뀌며 경고음이 
계속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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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2136

차량의 모서리 부분이 물체에 접근하면 코너 소나 
표시 Ⓐ가 나타납니다. 차량의 중앙 부분이 물체에 
접근하면 센터 소나(장착된 경우) 표시 Ⓑ가 나타
납니다.

LSD2137

차량이 물체에 더 가깝게 접근하면 시스템 표시 Ⓐ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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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시스템 작동/작동 중지 방법
이 시스템은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이고 변속레버
가 R(후진) 위치일 때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소나 시스템을 작동 또는 작동 중
지시킵니다.
1. 하부 디스플레이 화면 아래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ttings(설정)”를 선택합니다.

3. “Camera/sonar(카메라/소나)”를 선택합니다.

4. “Sonar(소나)”를 선택합니다.

5. 를 선택하여 “Sonar(소나)” 시스템을 켜거나 
끕니다.

소나 제한
 경고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제한 관련 사항이 아래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LSD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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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섹션에 수록된 소나 시스템의 제한 사항을 
읽고 숙지하도록 합니다. 궂은 날씨는 소나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능 
감소 및 오작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10km/h(6mph) 이상의 속도에서는 
작동 중지됩니다.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다시 
작동됩니다.

• 궂은 날씨나 자동 세차기, 트럭의 압축 공기 브레 
이크 또는 공압 드릴 등 초음파 발생 원인이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에는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 이 시스템은 소형이나 이동 물체와의 접촉을 방
지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은 범퍼 아래나 지면에 
놓인 작은 물체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 이 시스템은 눈, 천, 면, 유리솜 등의 보송보송한 
물체, 로프, 와이어, 체인 등의 가느다란 물체나 
쐐기 모양의 물체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 이 시스템은 5km/h(3mph)를 초과하는 속도
에서는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각을 이루는 물체나 이동 물체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일시 사용 불가
소나 시스템 작동에 장애가 되는 차단 요소가 감지
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 중지됩니다.
해당 조건이 존재하는 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
니다.
소나 센서는 튄 물, 연무나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조건으로 인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소나 센서를 
가로막는 얼음, 서리나 먼지 등에 의해서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조치:
위와 같은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LSD2993

시스템 정비
소나 센서는 앞/뒤 범퍼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나 
센서 근처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소나 센서는 튄 물, 연무나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조건으로 인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소나 센서를 가로막는 얼음, 서리나 먼지 등에 의해
서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소나 센서 주변에 장애 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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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센서 근처에 스티커(투명 재질 포함)를 부착
하거나 액세서리를 장착하거나 페인트를 추가로 
도포하지 마십시오.
소나 센서 주변을 치거나 손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충돌로 인해 소나 센서 주변이 손상된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동절기 운전

도어락 결빙 시 조치
도어락 장치가 얼지 않도록, 키 홀에 얼음 제거제를 
도포합니다. 도어락 결빙 시에는 키 구멍에 키를 꽂기 
전에 키를 따뜻하게 가열하거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를 사용합니다.

부동액

온도가 0°C(32°F)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에는 부동액을 점검하여 적절한 동절기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에 수록된 “엔진 냉각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날씨가 극히 추울 때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배터리 액이 얼어 배터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최대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에 수록된 “배터리”
를 참조하십시오.

냉각수 배출
부동액을 넣지 않고 차량을 실외에 주차해둘 때는 
엔진 블록을 비롯한 냉각 시스템을 배출하십시오. 
차량을 작동하기 전에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엔진 
냉각수 교환”을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장비
1. 하절기 타이어는 주로 건조한 포장도로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눈길 및 빙판길에서는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눈길 및 빙판길에서 차량
을 운행하는 경우

인피니티는 네 휠 모두에 머드 및 스노우 타이어
나 사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
니다. 타이어 유형, 크기, 속도 등급 및 가용성
에 관한 정보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2. 빙판길에서 접지력을 보강하기 위해 스파이크 
타이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스파이크 타이어를 
장착하기 전에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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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거나 건조한 지면에서 스파이크 스노우 타이어
의 미끄럼 및 접지력 성능은 일반 스노우 타이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스노우 체인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타이어 
체인”을 참조하십시오.

특수 월동 장비
겨울철에는 다음 품목을 차량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윈도우 및 와이퍼 블레이드에 붙어 있는 얼음과 
눈을 제거하기 위한 긁개와 모가 뻣뻣한 브러시

• 잭 아래에 놓여 튼튼한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단하고 평평한 판자

• 눈 더미에 파묻힌 차량 주변의 눈을 퍼내기 위한 
삽

• 앞유리 와셔액 탱크를 보충할 여분의 와셔액

눈길 또는 빙판길 주행
 경고

• 습기가 많은 얼음(0°C, 32°F 및 결빙우), 매우 
차가운 눈과 얼음은 미끄러워서 운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차량의 접지력
이나 “그립(grip)”력이 떨어집니다. 도로에 염분
이나 모래를 뿌릴 때까지는 습기가 많은 빙판길 
운전을 피하십시오.

• 어떤 조건에서도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가속과 
감속 시 주의하십시오. 너무 빨리 가속하거나 
저단 변속하는 경우 구동 바퀴가 접지력을 훨씬 
많이 잃게 됩니다.

•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지 거리를 더 두도록 합니다. 
건조한 포장도로에서보다 좀 더 빨리 제동을 시작
해야 합니다.

•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더 멀리 
유지합니다.

• 미끄러운 부분(광택이 나는 얼음)에 주의하십
시오. 이는 그늘진 곳의 깨끗한 도로 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음이 언 곳이 눈앞에 보이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제동을 거십시오. 실제로 
얼음 위에서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정속주행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눈으로 인해 차량 하부에 배기가스가 갇힐 수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와 차량 근처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360      

5
LSD2959

프런트 마이크

LSD2960

리어 마이크

ANC 시스템
이 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위치한 마이크 ①를 사용 
하여 엔진 공명음(booming noise)을 감지합니다. 
그런 후 스피커  및 우퍼(장착된 경우)를 통해 소음 
상쇄음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엔진 공명음(booming 
noise)을 감소시킵니다.
참고:
올바른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시스템 
작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스피커나 우퍼(장착된 경우)를 덮으면 안 됩니다.

• 마이크를 덮으면 안 됩니다.
• 우퍼 및 다른 오디오 관련 구성부품(예: 앰프)

를 포함하여 스피커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면 안 
됩니다.

• 마이크 또는 스피커 주변에 방음 처리나 기타 
개조 등의 어떠한 변경 작업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액티브 사운드 인핸스먼트(ASE) 시스템
액티브 사운드 인핸스먼트(ASE)는 엔진 속도 및 
주행 모드에 따라 스피커 및 우퍼(장착된 경우)를 
통해 방출되는 엔진음을 강화시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액티브 사운드 인핸스먼트(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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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비상 시 엔진을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

 � 1.5초 미만의 시간 내에 푸시버튼식 점화스위치
를 3회 연속 빠르게 누릅니다.

 � 버튼식 점화스위치를 2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LIC0394

비상 상황에서 정지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운전자
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모든 
방향지시등이 깜박입니다.

 경고:

• 비상 시 정지하는 경우 차량을 갓길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속도로 주행 중 비상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비상등이 켜져 있으면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상등은 점화스위치 위치와 관계 없이 작동합

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주행 중 비상등 스위치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비상 엔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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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장착된 경우)
이  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니터링합니다.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나타나는 경우 1개 이상의 타이어 공기압이 
심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각 휠에 
장착된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전송하여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화면에 모든 타이어의 공기압을 표시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
하는 경우 TPMS가 작동하고 타이어 저압 경고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시스템은 
25km/h(16mp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만 작동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경고등, 표시등 및 경고음”과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 전파는 의료 전기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해당 의료 전기 장비 제조업체에 장애 발생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 운전 중에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깜박이는 경우 
갑자기 주행 방향을 바꾸거나 급제동하지 말고 
차량 속도를 서서히 줄이다가 안전한 장소를 
택해 도로를 벗어나 가급적 빨리 차를 세웁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주행할 경우 타이어 
가 영구히 손상될 수 있어 타이어 펑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각한 차량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명 부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두 
점검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타이어 및 적재 
정보 라벨에 표시된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으로 조정하여 타이어 저압 경고등을 끕
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한 후 주행 중 이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타이어 펑크 또는 
TPMS 기능이상일 수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면 가능한 한 신속히 교체용 타이어로 교체
하십시오 펑크난 타이어가 없고 타이어 모두 
올바른 공기압으로 주입된 경우 차량을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스페어 타이어와 같이 TPMS가 없는 휠을 교체
하면 TPMS가 작동하지 않으며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약 1분간 깜박이게 됩니다. 1분 후부터는 
경고등이 계속 켜집니다. 최대한 빨리 타이어
를 교체하거나 TPMS 시스템을 리셋하십시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십시오.

• 인피니티가 본래 규정한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TPMS의 올바른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기능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타이어 액 또는 에어로졸 타이어 실런트
를 타이어에 주입하지 마십시오.

런플랫 타이어
이 차량에는 런플랫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펑크난 경우 런플랫 타이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에 “타이어 펑크” 
경고가 나타나면 하나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난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 
정비” 섹션의 “런플랫 타이어”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보증 정보 설명서의 타이어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펑크



364      

6

 경고: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계속 주행할 수는 
있지만 차량의 조향 안정성이 감소해 사고 및 
인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
으로 장거리를 주행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80km/h(50mph) 이상
으로 주행하거나 약 150km(93마일) 이상 주행
하지 마십시오. 펑크난 타이어로 차량이 주행
할 수 있는 실제 거리는 외부 온도, 차량의 적재 
중량, 도로 상태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속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급격한 
코너링이나 급제동을 삼가십시오. 차량을 제어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주행 시 비정상적인 
소음이나 진동을 감지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십시오. 타이어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에 타이어 체인을 장착
하는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차량과 지면 사이의 간극이 평소보다 좁기 때문에 
돌출부나 패인 웅덩이 위로 주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자동 세차 설비에 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 펑크난 타이어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나 
기타 공식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으십시오. 
타이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최대한 빨리 
교체합니다.

점프 시동

부스터 배터리로 엔진 시동을 걸려면 아래의 지침
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고:

• 점프 시동을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여 중상 혹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 배터리 근처에는 폭발성 수소 가스가 항상 존재
합니다. 배터리 근처에 스파크나 화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 유액이 눈, 피부, 의복 혹은 차량 도장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터리 유액은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식성의 황산 용액입니다. 
어떤 부위라도 유액에 닿으면 해당 접촉 부위를 
즉시 물로 씻습니다.

•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 부스터 배터리(점프 시동 시 사용되는 정상 
배터리)의 정격 전압은 12V이어야 합니다. 정격 
전압이 올바르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차량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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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 시동

• 배터리 또는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알맞은 
보안경을 착용하고 반지, 팔찌 및 기타 귀금속 
장신구를 빼십시오. 점프 시동 중에 배터리에 
기대지 마십시오.

• 언 배터리에 점프 시동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가 폭발하여 중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불시에 언제라도 자동 엔진 냉각 팬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손과 기타 
물체를 팬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LCE2223

 경고:

항상 관련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충전 장치가 손상되고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부스터 배터리가 다른 차량에 있는 경우 두 대의 

차량 배터리가 서로 가깝도록 배치합니다.

두 차량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합니다.

2.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 놓습니다. 불필요한 전기 시스템(조명 
장치, 히터, 에어컨 등)을 모두 끕니다.

3.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립니다.

4. 그림과 같은 순서(Ⓐ, Ⓑ, Ⓒ, Ⓓ)대로 점퍼 케이블
을 연결합니다.

주의

• 항상 양극(+)은 양극(+)에 연결하고, 음극(-)은 
배터리가 아닌 차체 접지 부분(예: 스트러트 
마운트 볼트, 엔진 리프트 브래킷 등)에 연결
하십시오.

• 점퍼 케이블이 엔진룸 내 동작 중인 부품에 닿지 
않도록 하고, 케이블의 클램프가 다른 금속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점프 시동 대상 차량

부스터용 배터리 
장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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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스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의 엔진 시동을 걸고 
몇 분간 그대로 작동되도록 둡니다.

6. 부스터 차량의 엔진 속도를 약 2,000rpm으로 
유지하고 점프 시동 중인 차량에 엔진 시동을 
겁니다.

주의

스타터 모터가 10초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하십
시오. 엔진 시동이 바로 걸리지 않으면 점화스위치
를 OFF 위치에 놓고 3 - 4초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7. 엔진 시동 후에는 음극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양극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밀어 시동

주의

• 무단변속기(CVT) 모델은 차량을 밀어 시동을 
걸거나 견인 시동할 수 없습니다. 시도하는 경우 
변속기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이 차량을 밀어 시동을 걸려 하지 마십시오. 삼원 
촉매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과열된 경우

 경고:

• 차량이 과열된 경우 계속 주행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행하면 엔진 파손 또는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라디에이터 또는 냉각수 탱크 캡을 열지 
마십시오. 라디에이터 또는 냉각수 탱크 캡을 
분리하면 가압된 고온수가 분출되어 심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기가 새어 나오면 후드를 열지 마십시오.
차량이 과열된 상태(극고온 게이지 판독 값으로 
표시됨)이거나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비정상적인 소음 등이 감지되면 다음 단계를 
취합니다.
1. 차량을 안전하게 노변에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변속레버를 P(주차)에 놓습니다.

엔진을 정지하면 안 됩니다.

2. 에어컨을 끕니다. 모든 윈도우를 열고 히터나 
에어컨의 온도 조절 노브를 최대 고온으로, 풍속 
조절 노브를 고속으로 설정합니다.

점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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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에서 내립니다. 후드를 열기 전에 라디에이터
에서 증기나 냉각수가 새어 나오는지 살피고 소리
를 들어봅니다 (증기 또는 냉각수가 빠져나올 
경우 엔진 시동을 꺼야 합니다). 증기나 냉각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후드를 더 열지 마십시오.

4. 엔진 후드를 엽니다.

 경고:

엔진에서 증기나 물이 새어 나오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십시오.
5. 구동 벨트가 파손되거나 헐겁지 않은지 육안

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냉각 팬이 작동 중인지 
점검합니다. 라디에이터 호스와 라디에이터는 
물이 새면 안 됩니다. 냉각수가 샐 경우 워터 펌프 
벨트가 없거나 헐거울 경우 또는 냉각 팬이 작동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을 멈춥니다.

 경고:

손, 머리카락, 착용하고 있는 보석 또는 의류가 엔진 
구동 벨트 또는 엔진 냉각 팬에 닿거나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엔진 냉각 팬은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6. 엔진이 식은 후 엔진 작동 시 엔진 냉각수 탱크의 
냉각수 레벨을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엔진 
냉각수 탱크에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차량 수리를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 견인

차량 견인 시 견인에 대한 모든 국가 및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견인 장비가 적절치 못하면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견인 지침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보통 견인 관련 적용 법률과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견인을 보장하고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피니티는 전문적인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견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자에게 다음 주의사항을 숙독한 후 견인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 견인 중 차량에 탑승하지 마십시오.
• 차량이 견인 트럭에 의해 들린 상태일 때엔 차량 

아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 견인할 때는 변속기, 차축, 스티어링 시스템 및 
구동장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떤 장치든 문제가 
있는 경우 돌리나 플랫 베드 트럭을 이용해 차량
을 견인해야 합니다.

• 항상 안전 체인을 연결한 후 견인합니다.

차량이 과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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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플랫 
견인”을 참조하십시오.

인피니티 권장 견인 방법
인피니티는 구동장치 유형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차량 견인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견인 시 뒷바퀴가 
지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견인 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LCE2370

무단변속기(CVT) 장착 4륜구동(AWD) 모델
인피니티는 그림과 같이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 
돌리를 사용하거나 차량을 플랫 베드 트럭에 올릴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무단변속기(CVT) 장착 AWD 모델의 경우 바퀴 중 
하나라도 지면에 닿은 상태로 견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및 변속기가 심하게 손상
되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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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E2371

무단변속기(CVT) 장착 전륜구동 모델
인피니티는 그림과 같이 구동 휠인 앞바퀴가 지면
에서 떨어진 상태로 견인하거나 차량을 플랫 베드 
트럭에 올릴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견인 시 뒷바퀴가 
지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견인 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 앞바퀴가 지면에 닿은 상태 또는 네 바퀴 모두 
지면에 닿은 상태(전진 또는 후진)로 무단변속기
(CVT) 모델을 견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변속기
가 심하게 손상되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
니다. 뒷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차량을 견인
해야 하는 경우 항상 앞바퀴 아래에 견인 돌리
를 사용하십시오.

• 뒷바퀴가 지면에 닿거나 견인 돌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무단변속기(CVT) 모델을 견인할 때:

 �점화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후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스티어링 휠을 
직진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점화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아 스티어링 휠을 고정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스티어링 록 메커
니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스티어링 록 메커
니즘 장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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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차량 구난)
 경고:

차량 견인 시 차량 손상, 심한 인체 부상 또는 사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견인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전문 

견인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차량 견인을 요청
합니다.

• 차량의 주요 구조부재에만 견인 체인 또는 케이블
을 장착해야 합니다.

• 차량 고정 링으로는 차량 견인 또는 구난을 하지 
마십시오.

• 차량 견인 전용 장치만 사용하고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 항상 차량 앞쪽에서부터 견인 장치를 똑바로 
밖으로 당깁니다. 절대로 비스듬히 당기지 마십
시오.

• 견인 장치는 장착 지점을 제외하고 차량의 어떤 
부분에도 닿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차량이 모래, 눈, 진흙 등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견인 
스트랩 또는 차량 견인 전용으로 설계된 다른 장치
를 사용합니다. 견인 장비 관련 제조업체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견인 시 흔들기
 경고:

• 차량 견인 작업 중에는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타이어를 고속으로 회전시키지 마십시오. 고속
으로 회전시키면 타이어가 터져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각종 부품도 
과열되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모래, 눈, 진흙 등에 빠진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1. 차량주행 안전제어(VDC) 시스템을 끕니다.

2. 차량 전방 및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
니다.

3.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돌려 앞바퀴 주변에 장애물
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차량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흔들리게 합니다.

• R(후진)과 D(주행) 위치에 번갈아 변속레버
를 놓습니다.

• 계속 차량을 흔들 때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가능한 한 조금만 밟습니다.

•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놓은 후 R(후진)과 
D(주행) 사이에서 변속합니다.

• 타이어를 55km/h(35mph) 이상 회전시키지 
않습니다.

5. 몇 차례 시도 후 차량을 빼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견인 업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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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외관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세차하여 
도장면을 보호하십시오.
• 비가 내린 후 산성비로 인해 도장면이 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안 도로 주행 후
• 매연, 새의 배설물, 나무의 수액, 금속 입자 또는 
벌레와 같은 오염 물질이 도장면에 묻은 경우

• 먼지나 진흙이 표면에 쌓인 경우
가급적이면 차고 안이나 지붕이 있는 곳에 주차하여 
차량의 도장면이 손상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십시오.
실외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 그늘진 곳에 주차하거나 
차체 커버로 차량을 보호합니다.
차체 커버를 씌우거나 벗길 때 도장면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차

젖은 스펀지로 먼지를 닦아내고 물을 많이 뿌려 씻어
냅니다. 깨끗하고 미지근한(뜨거우면 안 됨) 물에 
연성세제, 차량용 특수세제 또는 일반 주방용 세제
를 섞어 차량을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주의

• 산성 세제를 사용하는 세차기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특히 솔이 없는 세차기의 경우 세차를 위해 
산성 성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성 성분은 
차량의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반응하여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외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또한 올바로 기능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산성 
성분이 쓰이지 않는지 세차 시 항상 확인하십
시오.

• 강한 주거용 세제, 강한 화학 세제, 휘발유 등의 
용제로 세차하지 마십시오.

• 도장면에 물 얼룩이 질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 
아래에서나 차체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세차하지 
마십시오.

• 수세미와 같이 보풀이 있거나 거친 천은 사용
하지 마십시오. 도장면이 긁히거나 상하지 
않도록 말라서 굳은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량의 깨끗한 물로 차량을 구석구석 헹굽니다.
내부 가장자리, 도어의 조인트와 접히는 부분, 해치와 
후드는 특히 도로상의 염분이 미치는 영향에 취약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도어 아래쪽 가장자리의 배수 구멍이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차체 아래와 휠의 오목한 
부분에 물을 분사하여 오물을 떨어내고 도로 염분
을 씻어냅니다.
젖은 융타월로 도장면을 건조하고 물 얼룩을 남김 
없이 닦습니다.

왁스 칠
정기적으로 왁스 칠을 해주면 도장면이 보호되고 
새 차와 같은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누적된 왁스 잔여물을 제거하고 중고차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왁스를 다시 도포하기 전에 광택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는 사용자가 적절한 제품
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차량 왁스칠은 깨끗이 세차한 후에만 하십시오. 
왁스 제품 설명서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차량 표면 처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연마재, 
절삭용 화합물 또는 클리너가 함유되어 있는 
왁스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외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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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코팅/클리어 코팅 도장면에 화합물이나 독한 
광택제를 쓰면 표면 처리 효과가 무뎌지거나 소용
돌이 표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얼룩 제거
영구적인 손상이나 얼룩으로 남지 않도록 도장면에 
묻은 타르와 오일 얼룩, 매연, 벌레 및 수액은 최대한 
빨리 제거합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나 
자동차 액세서리 상점에서 특수 클리닝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려면 인피니
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 하부
겨울철 도로에 염분을 뿌리는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차량 하부를 세차하여 오물과 염분으로 인한 차량 
하부와 서스펜션 계통의 부식을 막아야 합니다. 초
겨울과 봄에 하부 실링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실링 처리합니다.

유리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 유리창 표면에 묻어 있는 
매연과 먼지를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햇볕
이 내리쬐는 곳에 주차해두면 유리가 얇은 막으로 
피복됩니다. 유리 세정제와 부드러운 천으로 이 막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윈도우 안쪽을 청소할 때는 끝이 날카로운 공구, 
연마성 클리너 또는 염소가 함유된 살균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디오 안테나 소자나 뒷유리 
디포거 열선 같은 전도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알로이 휠
연한 비눗물에 적신 스폰지를 사용하여 특히, 겨울철 
도로에 염분이 사용된 지역에서는 휠을 정기적으로 
세척합니다. 도로 염분 잔류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휠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주의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 휠이 얼룩지거나 변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 물질이 함유된 클리너

를 사용하여 휠을 청소하면 안 됩니다.
• 휠이 고온일 때엔 휠 클리너를 도포하면 안 

됩니다. 휠 온도는 외부 온도와 동일해야 합니다.
• 클리너를 사용한 후 15분 안에 휠을 헹궈 클리너

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크롬 부품
표면 처리 효과를 유지하려면 비연마성 크롬 광택제
로 모든 크롬 부품을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타이어 드레싱
인피니티에서는 타이어 드레싱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제조업체는 고무의 변색을 줄이기 
위해 타이어에 코팅을 도포합니다. 타이어 드레싱을 
타이어에 도포한 경우 코팅에 반응하여 합성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합성물은 운전 중 타이어에서 
떨어져 나와 차량 도장에 얼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드레싱을 선택한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
시오.
• 수성 타이어 드레싱을 사용합니다. 타이어의 
코팅은 유성 타이어 드레싱으로 더 쉽게 용해됩
니다.

• 타이어 드레싱을 얇게 도포하여 타이어 트레드/
홈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들어갈 경우 제거가 
어려움).

• 남은 타이어 드레싱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타이어 드레싱이 타이어 트레드/홈에서 완전히 
제거되는지 확인합니다.

• 타이어 드레싱 제조업체 권장사항에 따라 타이어 
드레싱을 건조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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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의 센터 콘솔 및 도어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독특
하게 표면 처리되어 있습니다. 청소 시에는 연성 세제
와 물을 사용하십시오. 연성 세제와 물을 사용해도 
센터 콘솔 및 도어부 청소가 곤란할 경우 인피니티 
순정품 비닐 및 가죽 세정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
을 사용하십시오.
진공 청소기나 모가 부드러운 브러시를 이용해 내장 
부품, 플라스틱 부품 및 시트의 먼지를 종종 제거합
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을 연한 비눗물에 적셔서 
비닐과 가죽 표면을 닦은 다음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가죽의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
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섬유 보호제는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일부 섬유 보호제에는 시트 재료를 얼룩지게 하거나 
표백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미터기와 게이지 렌즈는 물에만 적신 천으로 청소
합니다.
(물로) 살짝 적신 극세사천을 사용하여 우드 트림
을 청소합니다. 필요한 경우 천연 비누나 우드 전용 
세정제 제품(예: 가구용 광택제)와 함께 물을 사용
하십시오.

 경고:

시트에 물이나 산성 세정제(고온의 증기 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시트나 승객 감지 센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에어백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미쳐 심한 인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 표면이나 외부 
표면에는 벤젠, 시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손상은 인피니티 보증 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 작은 먼지 입자는 마찰성이어서 가죽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가죽용 세정제, 차량 왁스, 광택제, 오일, 세정제, 
용제, 세제 또는 암모니아 기반의 클리너를 사용
할 경우 천연 가죽 광택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섬유 
보호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미터나 게이지 렌즈 커버에는 유리 또는 플라
스틱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렌즈 커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죽 세척 키트(장착된 경우)
가죽 세척 천에 분사한 후 가죽의 표면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수분이 과도한 경우 마른 수건으로 흡수
시켜 닦아냅니다.
밝은 색상의 가죽은 표면에 묻은 오염이 훨씬 더 눈에 
띄기 때문에 더 자주 세척하십시오.
가죽 세척 키트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르십시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나 다른 공식 정비업체에서 
가죽 세척 키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차량 안에 가죽 세척 키트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닫힌 차량에 방치된 가죽 세척 키트가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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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대부분의 방향제는 차량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제를 사용합니다. 방향제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걸이식 방향제는 차량 내부 표면에 닿을 경우 
영구적인 탈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향제는 
허공에 걸 수 있고 내부 표면에 닿지 않는 곳에 
겁니다.

• 액체형 방향제는 보통 송풍구에 클립으로 고정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내부 표면에 쏟아질 경우 
즉시 손상과 탈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기 청정제를 사용하기 전에 제조업체의 지침을 
잘 읽고 준수하십시오.

전동 문루프(장착된 경우)
선쉐이드는 트리콧(tricot)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청소할 때 문루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천을 사용하여 재료를 문지르지 마십시오. 재료 

표면이 손상되어 얼룩이 번질 수 있습니다.

• 벤진, 시너 또는 유사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선쉐이드를 청소하면 안 됩니다. 문루프가 변색
되고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두드려 수용성 얼룩을 제거합니다. 깨끗
하고 마른 천을 표면에 대고 눌러 습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공기 건조시킵니다.

•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두드려 지용성 얼룩을 제거합니다. 깨끗
하고 마른 천을 표면에 대고 눌러 습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공기 건조시킵니다.

플로어 매트(장착된 경우)
 경고:

충돌, 부상 또는 사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페달 
간섭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플로어 매트를 운전석 앞 부분에 있는 다른 

플로어 매트에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 차량 모델 전용으로 설계된 인피니티 순정품 

플로어 매트만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인피니티 순정품 플로어 매트 고정 설비를 사용
하여 발밑 공간에 매트를 올바로 배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플로어 매트 고정 설비”
를 참조하십시오.

인피니티 순정품 플로어 매트를 사용하면 차량 
카펫의 수명이 연장되고 실내 청소가 쉬워집니다. 
매트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너무 닳은 경우에는 
교체합니다.



376      

7

실내 청소

LAI2094

플로어 매트 고정 설비
차량에는 플로어 매트를 제 위치에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플로어 매트 고정 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전석 측 프런트 플로어 매트 리테이너 클립 2개
• 동반석 측 프런트 플로어 매트 리테이너 클립 2개
• 운전석 측 2열 플로어 매트 리테이너 클립 1개
• 동반석 측 2열 플로어 매트 리테이너 클립 1개

LAI2095

리테이너 클립
인피니티 순정품 플로어 매트는 특히 차량 모델에 
맞게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플로어 매트에는 그로밋 
구멍이 있습니다. 플로어 매트를 발밑 공간 중앙에 
놓은 상태에서 플로어 매트 리테이너 클립을 플로어 
매트 그로밋 구멍에 통과시켜 각 플로어 매트를 고정
시킵니다.
매트의 위치가 올바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시트벨트

시트벨트는 순한 비눗물에 적신 스펀지로 닦습니다. 
벨트를 음지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안전 - 시트,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에 수록된 
“시트벨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젖은 시트벨트가 리트랙터로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표백제, 염료 또는 화학 용제는 시트벨트를 
심하게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트벨트를 세척할 
때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시트 트랙 청소
주의

시트 움직임을 방해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주기
적으로 시트 트랙을 청소하십시오.
강력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청소
하십시오. 먼지와 부스러기가 존재하면 시트 조정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습식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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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차량 부식 요인
대부분의 차량 부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체 패널 부분, 캐비티 및 기타 부분에 쌓인 습한 
먼지와 부스러기

• 자갈과 돌멩이 또는 경미한 교통 사고로 인한 
도장 및 기타 코팅의 손상

부식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습기

차체 하부에 모래, 먼지, 물이 쌓여도 부식이 가속
화됩니다. 플로어 매트/카펫이 젖어있는 경우 차량 
내부에서 완전히 건조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플로어 패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떼어내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상대 습도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 특히 온도가 빙점 이상을 
유지하고 대기 오염 물질이 존재하며 도로 염분이 
사용되는 지역에서는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습

니다.

온도

온도가 높으면 잘 환기되지 않은 부품의 부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기 오염
산업 오염, 해안 지역의 대기 중에 함유된 염분 또는 
심한 도로 염분의 사용은 부식 작용을 촉진합니다. 
도로 염분은 도장면의 손상도 가속화시킵니다.

부식으로부터 차량 보호
• 차량을 자주 세차하고 왁스 칠을 하여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항상 도장면의 경미한 손상 여부를 점검하여 
손상 부분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수리합니다.

• 수분이 축적되지 않도록 도어 하단의 배수 구멍
을 열어둡니다.

• 차량 하부의 모래, 먼지 또는 염분이 쌓였는지 
점검합니다. 쌓인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물로 세차
합니다.

주의

• 실내에서 먼지, 모래 또는 기타 부스러기를 제거
할 때 절대 호스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진공 
청소기 또는 빗자루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 차량 내부의 전자 구성부품에 물 또는 기타 용액
이 묻으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면 제설용으로 사용된 화학물질은 부식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배기 시스템, 연료 및 
브레이크 라인, 브레이크 케이블, 플로어 팬 및 펜더
와 같은 차량 하부 구성부품의 부식과 노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동절기에는 차량 하부를 주기적으로 세차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요구될 수 있는 녹과 부식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부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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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 요령 (휠 세척)

 주의

인피니티 알루미늄 알로이 휠 세척에는 반드시 중성 용제를 
사용하십시오.

강 알카리성 용제(예: PB1, Gold Glass, Telfon Wheel 등)

를 사용하시면 그림과 같은 검정색 얼룩이 생겨서 지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주행이나 한여름 폭염

에서 주차 후 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세차하시면 페인트나 

각종 코팅 몰딩 및 휠 등에 얼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량이 

충분히 식은 후에 세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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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차량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비 주기가 길고 정비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일상적/정기적 정비는 
배기가스 및 엔진 성능과 더불어 인피니티의 기계적 
상태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반 점검뿐만 아니라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차량 소유자만 차량의 적절한 정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역할은 정비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정기 점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기 점검 항목이 
별도의 보증서 및 정기 점검•정비 지침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참조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십시오.
일반 점검
일반 점검에는 차량의 일상 운행 중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일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
를 규정된 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일반 점검을 실시하려면 최소한의 기계적 기술과 
몇 가지 자동차용 공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과 검사는 차량 소유자,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비 서비스
정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차량 기능이상으로 보이는 
경우 시스템을 점검 및 교정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인피니티 기술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기술 
책자, 서비스 정보 및 공식 서비스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의 정비 관련 정보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인피니티 차량을 완전히 파악하여 
고객의 차량을 정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
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의 정비 서비스 부서는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최상의 작업을 실시하여 
고객의 차량에 필요한 정비 사항을 만족시켜드립니다.

차량의 정상적인 일상 운행 중에는 일반 점검 섹션
의 설명에 따라 일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 소음, 진동 또는 냄새가 감지되는 경우 
원인을 점검하거나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점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점검 또는 정비 작업을 실시할 때는 이 섹션의 “점검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일반 점검 항목 설명
“*” 표시가 있는 다음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이 섹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차량 외부
여기에 나열된 정비 항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가끔 실시해야 됩니다.
도어 및 후드 모든 도어 및 후드와 백 도어, 트렁크 
및 해치가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모든 래치가 단단히 잠기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윤활제를 도포합니다. 1차 래치가 해제될 때 엔진 
후드의 2차 래치가 후드를 잡아주는지 확인합니다.

정비 요건 일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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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염분 또는 기타 부식성 물질을 살포한 지역
에서 주행할 때는 윤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조명 장치* 정기적으로 전조등을 청소합니다. 전조등, 
정지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및 기타 조명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또한 전조등의 정렬 상태도 점검합니다.
타이어* 게이지로 자주 공기압을 점검하며 장거리 
여행 전에는 항상 공기압을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페어 타이어를 포함하여 모든 타이어의 공기압을 
규정된 공기압으로 조정합니다. 손상, 절단 또는 
과도한 마모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타이어 간 위치 교환* 2륜구동(2WD)이고 앞뒤 
타이어가 같은 크기인 경우 10,000km(6,000마일)
마다 타이어 간 위치를 교환해야 합니다. 방향 표시가 
있는 타이어는 앞뒤로만 위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간 위치 교환이 완료된 후 방향 표시가 올바른 
휠 회전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4륜구동(4WD/AWD)이고 앞뒤 타이어가 같은 
크기인 경우 매 5,000km(3,000마일)마다 타이어 간 
위치를 교환해야 합니다. 방향 표시가 있는 타이어는 
앞뒤로만 위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간 
위치 교환이 완료된 후 방향 표시가 올바른 휠 회전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앞 타이어 크기가 뒤 타이어 크기와 다른 경우 타이어 
간 위치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타이어 간 위치 교환 시기는 운전자의 주행 습관과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트랜스
미터 구성부품(장착된 경우) 마모 또는 노화로 인해 
타이어를 교체할 때 TPMS 트랜스미터 그로밋 실, 
밸브 코어 및 캡을 교체합니다.
휠 얼라인먼트 및 밸런스 평평한 직진 도로에서 주행
할 때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타이어 마모를 감지할 경우 휠 얼라인
먼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속 주행 시 스
티어링 휠이나 시트가 진동하면 휠 밸런스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유리 정기적으로 앞유리를 청소합니다. 최소한 
6개월마다 앞유리의 균열 또는 손상 여부를 점검

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리합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균열
이나 마모 여부를 점검합니다. 필요에 따라 교체합
니다.

차량 내부
여기에 나열된 정비 항목은 주기적인 정비, 세차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액셀러레이터 페달 페달이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페달이 고착되거나 불규칙적인 힘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플로어 매트는 페달에서 
멀리 위치시켜 놓아 주십시오.
브레이크 페달* 페달이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점검
하고 완전히 밟아도 플로어 매트와의 간격이 적절
한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부스터 기능을 점검합
니다. 플로어 매트는 페달에서 반드시 멀리 위치시
켜 놓아 주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작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만 꽤 
가파른 언덕길에서 차량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트벨트 시트벨트 시스템의 모든 부품(예: 버클, 
앵커, 조정기 및 리트랙터)이 적절하고 원활하게 작동
하고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시트
벨트의 절단, 마손, 마모 또는 손상 여부를 점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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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 과도한 유격, 스티어링 조작의 어려움 
또는 비정상적인 소음과 같은 스티어링 상태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경고등 및 차임 모든 경고등과 차임이 적절하게 작동
하는지 확인합니다.
앞유리 디포거 히터 또는 에어컨 작동 시 디포거 
배출구에서 적정량의 공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
합니다.
앞유리 와이퍼 및 와셔* 와이퍼 및 와셔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와이퍼가 줄무늬를 남기지 않는지 점검

합니다.

후드 및 차량 하부
여기에 나열된 정비 항목은 주기적(예: 엔진 오일을 
점검하거나 연료를 보충할 때마다)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배터리*(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MF 배터리) 이 차량
에는 밀봉된 MF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다음과 같은 배터리 방전과 시동 불능 상태를 초래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배터리의 전원을 소비

하는 전자장치(휴대전화 충전기, GPS, DVD 
플레이어 등)를 설치하거나 장시간 사용할 경우

2. 차량이 정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단거리만
을 주행할 경우

(이때 배터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전이 필요
할 수 있음)
브레이크액 (및 클러치 오일) 레벨* 수동 변속기(M/
T)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액과 클러치 오일 레벨이 
탱크의 MAX와 MIN 라인 사이에 위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수동 변속기(M/T) 모델 이외의 다른 모델은 브레이크
액 레벨이 탱크의 MAX와 MIN 라인 사이에 위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엔진 냉각수 레벨*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냉각수 
레벨을 점검합니다. 냉각수 레벨이 탱크의 MAX와 
MIN 라인 사이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엔진 구동 벨트* 구동 벨트가 마손, 마모, 균열되었
거나 오일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엔진 오일 레벨* (평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엔진 
시동을 끈 후 레벨을 점검합니다.
유체 누출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차량 하부에서 
연료, 오일, 물 또는 기타 액이 누출되는지 점검합
니다. 에어컨 사용 후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
입니다. 누출 또는 연료 증기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원인을 점검하고 교정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적정량의 와셔액이 들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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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검사 또는 정비할 때는 항상 뜻하지 않는 
심한 인체 부상 또는 차량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일반 주의사항입니다.

 경고:

• 차량을 평지에 주차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우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휠을 블록으로 
고정시킵니다. 변속레버를 P(주차) 위치에 놓습
니다.

• 부품 교체 또는 수리 작업을 할 때는 점화스위치
가 OFF 또는 LOCK 위치인지 확인합니다.

• 엔진 작동 중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손, 의복, 
머리 및 공구가 회전 팬, 벨트 및 기타 움직이는 
부품에 닿지 않도록 멀리 하십시오.

•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반지, 시계 등 장신구와 
느슨한 의복을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탈의 또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차량 작업 전에는 항상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 차량에는 자동 엔진 냉각 팬이 장착되어 있습
니다. 점화스위치가 OFF 위치일 때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도 불시에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팬 주위에서 작업
하기 전에는 항상 음극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
하십시오.

• 차고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엔진을 작동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배출가스 환기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을 잭만으로 지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 
아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차량 아래에서 
작업해야 할 경우 안전 받침대로 차량을 지지
합니다.

• 담배, 화염, 불꽃을 연료 탱크 및 배터리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 휘발유 엔진 모델의 연료 라인은 엔진 시동이 
꺼진 경우에도 고압 상태이므로 연료 필터 또는 
연료 라인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 엔진이 뜨거울 때 후드 아래에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엔진 시동을 끈 후 식을 때까지 기다
립니다.

• 폐 엔진 오일과 냉각수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
니다. 부적절하게 폐기된 엔진 오일, 엔진 냉각
수 또는 기타 차량의 유체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용 유체 폐기 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절대로 엔진 또는 
무단변속기(CVT) 관련 구성부품의 하니스를 
분리한 채로 두면 안 됩니다.

•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절대로 배터리 또는 
트랜지스터 사용 부품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비교적 쉽게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해 관련 지침
을 제공합니다.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정비는 작동불량 또는 과도한 
배기가스를 초래할 수 있고 보증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비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게 정비를 
의뢰하십시오.

점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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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ODDET 엔진
1. 엔진 냉각수 탱크

2. 구동 벨트 위치

3. 에어 필터

4. 브레이크액 탱크

5. 배터리

6. 퓨즈/퓨저블 링크 박스

7. 앞유리 와셔액 탱크

8. 엔진 오일 주입구 캡

9. 엔진 오일 딥스틱

엔진룸 점검 위치

LDI3173



385      

8

엔진 냉각 시스템

엔진 냉각 시스템은 출하 시 인피니티 순정품 엔진 
냉각수가 들어 있어 연중 부동액 및 냉각수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부동액에는 녹 및 부식 억제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엔진 냉각 시스템 
첨가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고:

•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라디에이터 
또는 냉각수 탱크 캡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엔진
과 라디에이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라디
에이터에서 나오는 고압의 유체로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차량이 
과열된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 라디에이터에는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이 장착
되어 있습니다. 엔진 손상을 방지하려면 인피
니티 순정품 라디에이터 캡만 사용하십시오.

• 엔진 냉각수는 독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표시된 용기에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 라디에이터 누수방지제(밀봉제)와 같은 어떠한 
첨가제도 냉각 시스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첨가제로 인해 냉각 시스템이 막히거나 엔진, 
변속기 및/또는 냉각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 냉각수를 보충하거나 교환할 때 오직 인피니티 
순정품 엔진 냉각수 또는 혼합비가 적절한 동등한 
품질의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혼합비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피니티 순정품 엔진 냉각수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제품 외 다른 종류의 냉각수를 사용할 경우 
엔진 냉각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하한 혼합비

°C °F

인피니티 
순정품 

엔진 냉각수 
(농축) 또는 
이와 품질이 
동등한 제품

탈염수 
또는 
증류수

-15 5 30% 70%
-35 -30 50% 50%

LDI3157

엔진 냉각수 레벨 점검
엔진이 식어 있을 때 탱크의 냉각수 레벨을 점검합
니다. 냉각수 레벨이 MIN 레벨 Ⓑ 아래로 떨어진 
경우 냉각수를 MAX 레벨 Ⓐ까지 보충합니다. 탱크가 
비어 있는 경우 엔진이 식어 있을 때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레벨을 점검합니다. 라디에이터의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냉각수를 라디에이터의 주입구 부분

까지 채운 후 탱크도 MAX 레벨 Ⓐ까지 보충합니다.
엔진 냉각수 탱크는 가압 탱크입니다. 캡을 끼울 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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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시스템의 냉각수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엔진 냉각수 탱크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
의 “엔진룸 점검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엔진 냉각수 교환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냉각수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절차는 해당 인피니티 서비스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비는 히터 성능 저하 및 엔진 과열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경고:

•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이 뜨거울 때 냉각수
를 교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라디에이터 
또는 엔진 냉각수 탱크 캡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고압의 유체로 심한 화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폐 냉각수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부
에 닿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비누나 핸드 
클리너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 냉각수가 어린이나 애완동물에 닿지 않도록 하십
시오.

엔진 냉각수는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엔진 오일

LDI3158

엔진 오일 레벨 점검
1. 차량을 평지에 주차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

니다.

2. 엔진 시동을 걸고 정상 작동 온도에 도달할 때
까지 공회전시킵니다.

3. 엔진 시동을 끕니다. 오일 팬으로 오일이 배출
되도록 10분 넘게 기다립니다.

4. 딥스틱을 빼내고 깨끗이 닦습니다. 딥스틱을 끝
까지 다시 삽입합니다.

엔진 냉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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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LDI0371

5. 딥스틱을 다시 빼내 오일 레벨을 점검합니다. 
오일 레벨은 H(높음)와 L(낮음) 표시 사이 Ⓑ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정상적인 작동 오일 
레벨 범위입니다. 오일 레벨이 L(낮음) 표시 아래 
Ⓐ로 떨어진 경우 오일 주입구 캡을 빼낸 후 권장 
오일을 보충합니다. H(높음) 표시 Ⓒ 넘게 오일
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6. 딥스틱으로 오일 레벨을 다시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작동 조건에 따라 오일 정비 중 또는 
길들이기 기간 중에 약간의 오일을 보충합니다.

주의

오일 레벨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DI3186

엔진 오일 교환
1. 차량을 평지에 주차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

니다.

2. 엔진 시동을 걸고 작동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공회전시킨 다음 시동을 끕니다.

3. 오일 주입구 캡 Ⓐ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빼냅니다.



388      

8

엔진 오일

LDI3176

4. 클립 Ⓑ 및 엔진 하부 프로텍터를 분리합니다.

LDI3178

5. 드레인 플러그 Ⓒ 아래에 커다란 드레인 팬을 
놓습니다.

6. 렌치로 드레인 플러그 Ⓒ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한 후 오일을 완전히 배출합니다.

엔진 오일 필터를 교체해야 할 경우 분리한 후 
교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엔진 오일 
필터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 폐 오일은 적절히 처분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경고:

• 폐 엔진 오일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닿으면 피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폐 오일에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합니다.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비누나 핸드 클리너
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 폐 엔진 오일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주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엔진 오일은 뜨거
울 수 있습니다.
7. 드레인 플러그와 신품 와셔를 청소한 후 다시 

장착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렌치로 단단히 조입
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마십시오.

드레인 플러그 조임 토크: 34N·m(25ft-lb)
8. 주입구를 통해 권장 오일을 보충한 다음 주입구 

캡을 확실히 장착합니다.

배출 및 보충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의 “권장 유체/윤활유 
및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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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배출 및 보충 용량은 오일 온도와 배출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제원은 참조 용도로 사용
합니다. 반드시 딥스틱을 사용하여 적정량의 오
일이 엔진에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잘못된 정비 또는 부정확한 오일/필터 품질 및/또는 
점도로 인한 엔진 손상은 인피니티 신차 제한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엔진 시동을 겁니다. 드레인 플러그 및 오일 필터 

주변에 누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교정
합니다.

10. 엔진 시동을 끄고 10분 넘게 기다립니다. 딥스틱
으로 오일 레벨을 점검합니다. 필요시 엔진 오일
을 보충합니다.

LDI3182

엔진 오일 필터 교체
1. 차량을 평지에 주차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

니다.

2. 엔진 시동을 끕니다.

3. 클립 Ⓐ 및 엔진 하부 프로텍터를 분리합니다.

LDI3195

4. 오일 필터 Ⓑ 아래에 큰 빈 용기를 놓습니다.

5. 오일 필터 렌치를 사용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일 필터를 돌려 풉니다. 그 다음 오일 필터를 
손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주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엔진 오일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6. 엔진 오일 필터의 실링면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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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엔진 실링면에 남아 있는 기존 개스킷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 새 필터의 개스킷을 깨끗한 엔진 오일로 도포합
니다.

8. 약간의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오일 필터를 조인 
후 2/3바퀴 더 돌려 단단히 조입니다.

9. 엔진 시동을 건 후 오일 필터 주위에서 누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필요시 교정합니다.

10. 엔진 시동을 끄고 10분 넘게 기다립니다. 오일 
레벨을 점검합니다. 필요시 엔진 오일을 보충합
니다.

주의

• 인피니티 순정품 CVT 오일(NS-3)만 사용하십
시오. 다른 오일과 혼합하면 안 됩니다.

• 인피니티 순정품 CVT 오일(NS-3) 이외의 다른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면 CVT가 손상되며, 이러한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VT 오일을 점검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정비 서비스를 의뢰할 것을 
권장합니다.

LDI3161

 경고:

• 밀폐 용기에 담긴 새 브레이크액만 사용해야 합
니다. 오래되거나 불량하거나 오염된 브레이크
액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브레이크액을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차량의 제동 성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리 전에 주입구 캡을 청소하십시오.
• 브레이크액은 독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표시된 용기에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합니다.

엔진 오일 무단변속기(CVT) 오일 브레이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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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도장면에 유체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도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체를 흘린 경우 즉시 물로 닦아 
냅니다.
탱크의 유체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브레이크액이 
MIN 라인 Ⓑ 아래로 떨어지면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집니다. 브레이크액을 MAX 라인 Ⓐ까지 보충합
니다. 권장 브레이크액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권장 
유체/윤활유 및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브레이크액을 자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철저하게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
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브레이크액 탱크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
의 “엔진룸 점검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LDI3162

앞유리 와셔액 탱크
앞유리 와셔액 탱크를 주기적으로 보충합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Low Washer Fluid(와셔액 경고)”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앞유리 와셔액을 보충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를 보충하려면 탱크에서 캡을 
들어 올려 빼낸 후 앞유리 와셔액을 주입구 안으로 
붓습니다.
보다 깨끗한 세정을 원한다면 와셔에 와셔 용제를 
첨가합니다. 동절기에는 앞유리 와셔 부동액을 첨가
하십시오. 혼합비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릅니다.

주행 조건 상 앞유리 와셔액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경우 탱크를 보다 자주 보충합니다.
권장 와셔액은 인피니티 순정품 앞유리 농축 와셔액 
세정제 및 부동액이나 이에 상당하는 제품입니다.

주의

• 엔진 부동액 냉각수를 앞유리 와셔액으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도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매우 강한 앞유리 와셔액 
농축액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일부 메틸 알코올 기반의 농축 앞유리 
와셔액을 보충할 때 흘릴 경우 그릴에 영구적인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앞유리 와셔액 탱크에 와셔액을 넣기 전에 농축 
와셔액을 제조업체 권장 레벨에 따라 미리 물과 
혼합합니다. 앞유리 와셔액 탱크로 농축 와셔액
과 물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액 앞유리 와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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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련 주의 기호 경고

① 흡연, 화기, 스파크 엄금
배터리로부터 불꽃, 화염 또는 담뱃불을 멀리하십시오. 배터리로 생성된 수소 가스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폭발성 가스는 실명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② 눈 보호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취급하십시오. 폭발 또는 배터리 산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항상 보안경

을 착용하십시오.

③ 어린이 접근 금지
절대로 어린이가 배터리를 취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④ 배터리 산

배터리 액이 피부, 눈, 직물 또는 도장면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황산은 실명이나 심한 화상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나 배터리 캡을 만진 후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마십시오.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눈, 피부 또는 의복에 산이 묻은 경우 즉시 최소 15분 동안 물로 씻어낸 
후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배터리 액은 산성입니다. 배터리 액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 실명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⑤ 취급 설명서 숙지 배터리를 취급하기 전에 이 지침을 숙지하여 올바르고 안전하게 취급하십시오.

⑥ 폭발성 가스
배터리 액으로 생성된 수소 가스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폭발성 가스는 실명이나 부상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에 “개봉 금지” 라벨이 부착된 경우 MF 배터리이므로 배터리 액을 점검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 성능 확인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배터리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배터리를 중탄산 나트륨과 물을 섞은 용액으로 세척합니다.
• 단자 연결부가 깨끗하고 견고하게 조여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방전되지 않도록 음극(-) 배터리 단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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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참고:
다음과 같은 배터리 방전과 시동 불능 상태를 초래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배터리 전원을 소비하는 

전자장치(휴대전화 충전기, GPS, DVD 플레이어 
등)의 설치 또는 장시간의 사용

2. 차량이 정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단거리만을 
주행할 경우

(이때 배터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전이 필요할 
수 있음)

 경고:

• 배터리를 화염, 전기 스파크 또는 담뱃불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로 생성된 수소 가스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폭발성 가스는 실명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이 피부, 
눈, 직물 또는 도장면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황산은 실명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나 배터리 캡을 만진 후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마십시오.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눈, 
피부 또는 의복에 산이 묻은 경우 즉시 최소 15분 
동안 물로 씻어낸 후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 배터리의 전해액이 낮을 때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됩니다. 낮은 배터리 액은 과부하를 일으켜서 
배터리가 과열되고 수명이 감소될 수 있으며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규격 및 
모양의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잘못된 배터리를 
사용하면 수소 가스가 차량에 축적되어 폭발이나 
인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또는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알맞은 
보안경을 착용하고 장신구를 빼십시오.

• 배터리 포스트, 단자 및 관련 액세서리는 납과 
납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급한 후엔 
손을 씻으십시오.

•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LDI3229

참고:
배터리 상단을 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배터리에는 탈착식 환기 덮개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점프 시동
점프 시동이 필요할 경우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점프 시동”을 참조하십시오. 점프 시동으로 
엔진 시동을 걸 수 없는 경우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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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I3164

주의

• 액세서리를 직접 배터리 단자에 접지하지 마십
시오. 가변 전압 컨트롤 시스템을 우회하게 되어 
차량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엔진 작동 중 전기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차량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합니다.

이 차량에는 가변 전압 컨트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에서 전기 방전량을 
측정하고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압을 제어합니다.

전류 센서 Ⓐ는 음극 배터리 케이블을 따라 배터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에 전기 액세서리
를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프레임 또는 엔진 블록 
부분 등 적합한 차체 접지 부위에 접지합니다.

가변 전압 컨트롤 시스템 구동 벨트

WDI0638

1. 자동 텐셔너 풀리

2. 제너레이터 풀리

3. 워터 펌프 풀리

4. 에어컨 컴프레서 풀리

5. 크랭크샤프트 풀리

 경고:

구동 벨트 정비 서비스 전 점화스위치가 OFF 또는 
LOCK 위치인지 확인하십시오. 엔진이 예상치 못
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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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트의 이상 마모, 절단 또는 마손 여부를 육안
으로 점검합니다. 벨트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 정기적으로 벨트 점검을 받아 상태를 확인하십
시오.

SDI1895

점화 플러그 교체
이리듐 점화 플러그
이리듐 Ⓐ 점화 플러그는 수명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일반형 점화 플러그만큼 자주 교체할 필요는 없습
니다. 별도의 보증서 및 정기 점검·정비 지침서의 
정비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청소 또는 갭 조정을 통해 
이리듐 점화 플러그 정비 서비스를 실시하지 마십
시오.
• 점화 플러그는 반드시 권장 제품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십시오.

 경고:

엔진 시동이 꺼지고 점화 스위치가 OFF 위치이며 
주차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채워져 있는지 확인합
니다.
주의

반드시 올바른 소켓을 사용하여 점화 플러그를 
분리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소켓은 점화 플러그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점화 플러그구동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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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I3165

 경고:

• 에어클리너 필터를 분리한 상태로 엔진을 작동
하면 운전자 또는 다른 승객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필터는 흡입 공기를 여과 
시킬 뿐만 아니라 엔진 역화가 발생할 때 화염도 
차단합니다. 에어클리너 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역화를 발생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필터를 분리한 상태에서 
주행하지 마십시오. 에어클리너가 작동하지 않을 
때 엔진을 취급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에어클리너를 분리한 상태에서 스로틀 바디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엔진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에서 필터를 분리하려면 탭 Ⓐ을 누른 
후 덮개를 위로 당깁니다.
점착식 필터 소자는 청소하여 다시 사용하면 안 됩
니다. 별도의 보증서 및 정기 점검·정비 지침서의 
정비 일정에 따라 에어 필터를 교체합니다.
에어 필터를 교체할 때는 젖은 천으로 에어클리너 
하우징의 내부와 덮개를 닦습니다.
참고:
신품 에어클리너를 장착한 후에는 반드시 에어클리너 
덮개가 하우징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클립 Ⓐ을 
잠급니다.

에어컨 필터
에어컨 필터는 공기 중의 먼지와 꽃가루 입자가 유입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불쾌한 외부 악취를 줄여줍
니다. 이 필터는 글로브 박스 뒤에 있습니다. 교체 
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별도의 보증서 및 정기 
점검·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에어 클리너 윈드실드 와이퍼 블레이드

청소

앞유리 와셔를 사용한 후에도 앞유리가 깨끗해지지 
않거나 주행 시 와이퍼 블레이드가 달그락거리는 
경우 블레이드나 앞유리에 왁스나 다른 물질이 존재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유리의 외부를 와셔액 또는 연성 세제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앞유리를 깨끗한 물로 헹굴 때 방울이 
형성되지 않으면 앞유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와셔액 또는 연성 세제에 적신 천으로 블레이드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그런 후 깨끗한 물로 블레이드
를 헹굽니다. 블레이드를 청소한 후 와이퍼를 사용
해도 앞유리가 깨끗이 닦이지 않으면 블레이드를 
교체합니다.

주의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가 마모되면 앞유리가 손상
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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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실드 와이퍼 블레이드

LDI2476

교체

마모된 경우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합니다.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려면 아래 절차를 
준수합니다.
1. 점화스위치가 ON 위치일 때 또는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서 OFF 위치로 놓은 후 60초 안에 
앞유리 와이퍼 및 와셔 레버를 OFF 위치에 설정
합니다.

2. 0.5초 안에 앞유리 와이퍼 및 와셔 레버 Ⓐ를 
두 번 위로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와이퍼가 
정비 위치로 자동 설정됩니다.

LDI2785

3. 와이퍼가 정비 위치이면 릴리스 탭 Ⓒ을 밉니다.

4. 와이퍼 블레이드를 아래로 Ⓑ 움직여 분리합니다.

5.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신품 와이퍼 블레이드를 
와이퍼 암에 끼워 넣습니다.

6. 옴폭하게 패인 부분이 홈에 들어가도록 와이퍼 
블레이드를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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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실드 와이퍼 블레이드

LDI2477

7. 마지막으로 앞유리 와이퍼 및 와셔 레버를 한 번 
MIST 위치 Ⓓ로 올린 후 놓습니다. 그러면 
와이퍼의 설정 위치가 재개됩니다.

주의

•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한 후 와이퍼 암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드
가 열릴 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와이퍼 블레이드가 유리면에 닿는지 확인하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풍압으로 인해 암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LDI3189

후드 표면에 왁스를 바를 때는 와셔 노즐 Ⓕ에 왁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유리 와셔가 
막히거나 잘못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왁스가 노즐 
안으로 들어간 경우 바늘 또는 작은 핀 Ⓔ으로 왁스
를 제거합니다.

뒷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점검 또는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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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점검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기조정식 브레이크
차량에는 자기조정식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앞뒤 디스크형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자체 조정됩니다.

 경고:

브레이크 페달이 정상 높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브레
이크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
차량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에는 가청식 마모 표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이 운행 중일 때 고음의 긁히는 소리나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여부
와 관계 없이 들립니다. 마모 경고음이 들리면 가능한 
한 빨리 브레이크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주행 또는 기후 조건에 따라 브레이크에서 끼익 
소리나 기타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정지와 중간 정도의 정지 시 가끔 들리는 브레이크 
소음은 정상이며, 브레이크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브레이크 검사 주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증서 
및 정기 점검ㆍ정비 지침서의 해당 정기 점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브레이크 퓨즈

LDI2997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퓨즈의 단선 여부를 
점검합니다.
퓨즈는 실내, 엔진룸에 사용됩니다. 스페어 퓨즈는 
실내 퓨즈 박스 안에 장착되어 들어 있습니다.
퓨즈를 장착할 때 퓨즈 박스에 견고하게 장착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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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LDI3174

엔진룸

주의

퓨즈 박스 커버에 명시된 것보다 높거나 낮은 전류 
정격의 퓨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퓨즈의 단선 여부를 
점검합니다.
1. 점화스위치와 전조등 스위치가 꺼졌는지 확인

합니다.

2. 엔진 후드를 엽니다.

3. 탭을 밀고 커버를 위로 올려 퓨즈 박스 커버를 
분리합니다.

4. 퓨즈 풀러로 퓨즈를 분리합니다. 퓨즈 풀러는 
실내와 화물칸(장착된 경우)의 퓨즈 블록에 
위치해 있습니다. LDI3200

5. 퓨즈가 단선된 Ⓐ 경우 신품 퓨즈 Ⓑ로 교체합
니다.

6. 새 퓨즈도 단선되는 경우 전기 시스템을 점검 
및 수리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
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퓨저블 링크
퓨즈는 정상인데 전기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퓨저블 링크를 점검합니다. 퓨저블 링크가 녹아버렸
다면 인피니티 순정품 퓨저블 링크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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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LDI3167 LDI3203

5. 퓨즈가 단선된 Ⓒ 경우 이에 상당하는 품질의 
퓨즈 Ⓓ로 교체합니다.

6. 퓨즈 박스 커버를 눌러 장착합니다.

새 퓨즈도 단선되는 경우 전기 시스템을 점검 및 수리 
받으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이 차량에는 퓨즈 라벨에 수록된 모든 퓨즈가 장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내

주의

퓨즈 박스 커버에 명시된 것보다 높거나 낮은 전류 
정격의 퓨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퓨즈의 단선 여부를 
점검합니다.

참고:
퓨즈 박스는 운전석 측 계기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점화스위치와 전조등 스위치가 꺼졌는지 확인

합니다.

2.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퓨즈 박스 커버 Ⓐ를 
벗깁니다. 트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천을 
사용합니다.

3. 교체해야 할 퓨즈를 찾아냅니다.

4. 퓨즈 풀러 Ⓑ로 퓨즈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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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어린이가 배터리 또는 분해된 부품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교체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인텔리전트 키 배터리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인텔리전트 키에서 비상키를 빼냅니다.

2. 작은 일자 스크루드라이버 Ⓐ를 모서리의 슬릿 
Ⓑ에 넣고 돌려 하부에서 상부를 분리합니다. 
이때 스크루드라이버에 천을 놓아 케이스를 보호
하십시오.

LDI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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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

3.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권장 배터리: CR2032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
• 내부 회로와 전기 단자를 만지지 마십시오.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가장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배터리
의 두 접점을 잡을 경우 저장 용량이 심각하게 
줄어듭니다.

• +쪽이 하부의 아래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4. 그림과 같이 Ⓒ 및 Ⓓ를 사용하여 배터리 뚜껑
을 꽉 닫습니다.

5. 버튼을 눌러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교체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준수를 책임지는 당사자가 명백히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개조는 장비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LDI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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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전조등 전구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에 
설명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LED 전조등 전구 교체
LED 전조등 전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안개등

안개등 전구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에 
설명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LED 안개등 전구 교체
LED 안개등 전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조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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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장치

실외 및 실내 조명 장치
항목 와트(W) 전구 번호

전조등 어셈블리*
상향등/하향등 — —
주차등/주간 주행등 — —
방향지시등 — —
사이드 마커(장착된 경우) — —

안개등* — —
사이드 미러 방향지시등* — —
독서등 어셈블리*

돔 라이트* — —
독서등* — —

커티시 라이트* — —
화장거울등* 2 —
발밑 공간등(장착된 경우)* — —
웰컴 라이트* — —
개인등* — —
글로브 박스등* 1.4 —
앞좌석 바닥등* 5 168
뒷좌석 바닥등* 5 168
화물칸 실내등* 5 —
보조제동등* — —
리어 컴비네이션 라이트

후미등* — —
정지등* — —
방향지시등* — —

후진등 어셈블리*
후미등* — —
방향지시등* — —
후진등* — —

번호판등* — —
후방 안개등 — —

*교체하려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최신 부품 정보는 항상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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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장치

1 전조등 어셈블리

2 독서등 어셈블리

3 개인등

4 사이드 미러 방향지시등

5. 보조제동등

6. 화물칸 실내등

7. 번호판등

8. 후진등 어셈블리

9. 후방 안개등

10. 리어 컴비네이션 라이트

11. 뒷좌석 바닥등

12. 앞좌석 바닥등

13. 웰컴 라이트

14. 전방 안개등
WDI0263

교체 절차
기타 모든 조명 장치는 A, B, C 또는 D형 중 하나
입니다. 전구를 교체할 때는 천과 적절한 공구를 사용
하여 먼저 렌즈, 조명 장치 및/또는 커버를 분리

하십시오.
LDI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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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 분리
 전구 장착

휠 및 타이어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본 설명서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타이어 펑크”를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경고:

전파는 의료 전기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해당 
의료 전기 장비 제조업체에 장애 발생 가능성을 문의
해야 합니다.
이  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페어 
타이어를 제외한 모든 타이어의 압력을 모니터링
합니다.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차량 정보 디
스플레이에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나타나는 경우 1개 이상의 
타이어 공기압이 심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장착된 
경우 시스템은 각 휠에 장착된 센서에서 신호를 전송
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에

모든 타이어(스페어 타이어 제외)의 공기압도 표시
합니다.
TPMS는 25km/h(16mp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만 작동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타이어 공기압의 
급작스러운 강하(예: 주행 중 타이어 펑크 발생 시)
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계기 및 컨트롤” 섹션의 
“타이어 저압 경고등”, “시동 및 주행” 섹션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및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타이어 펑크”를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스페어 타이어 포함)을 자주 점검하고 
장거리 주행 전에는 반드시 점검합니다.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제원은 “냉간 타이어 압력” 주제의 타이어 
표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타이어 표식은

조명 장치



408      

8

휠 및 타이어

운전석 측 센터 필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타이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
으로 공기가 빠져 나갑니다.

• 패인 웅덩이나 다른 물체 위를 주행하거나 주차 
시 연석에 부딪힌 경우 갑자기 타이어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가 냉간 상태일 때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을 3시간 이상 주차했거나 적절한 속도
에서 1.6km(1마일) 미만으로 주행한 경우 타이어
가 냉간 상태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장착된 경우)는 
차량 외부에 시각 및 청각 신호를 제공하므로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에 수록된 “타이어 공기압 표시 포함 
TPMS”를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 잘못된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 수명 및 차량 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경고:

• 타이어 공기압이 적절하지 않으면 갑자기 타이
어가 파열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장거리 주행 전이나 차량에 너무 많이 
적재할 때엔 항상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를 사용
하여 타이어 공기압이 지정된 레벨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 타이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증 정보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LDI3346

타이어 표식
① 오리지널 타이어 크기: 출고 시 차량에 본래 장착

되어 있는 타이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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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가 냉간 상태일 때 이 
공기압까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차량
을 3시간 이상 주차했거나 적절한 속도에서 
1.6km(1마일) 미만으로 주행한 경우 타이어가 
냉간(COLD) 상태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장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은 차량 GVWR까지 
타이어 마모, 차량 운전, 주행성, 타이어 소음 
등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조업체가 설
정한 것입니다.

③ 타이어 크기 - 이 섹션의 “타이어 라벨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LDI0393

타이어 공기압 점검
1.  타이어에서 밸브 스템 캡을 분리합니다.

2.  압력 게이지를 밸브 스템에 정확하게 누릅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거나 밸브 시스템을 측면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압력 
점검 시 타이어에서 쉿하는 소리를 내며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 게이지의 위치를 바꿔 이 
누출 부분을 없앱니다.

3.  게이지를 분리합니다.

4.  게이지 스템의 타이어 공기압을 읽고 타이어 
표식에 표시된 사양과 비교합니다.

5.  필요에 따라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공기를 
너무 많이 주입한 경우 밸브 스템 코어를 게이지 
스템의 끝부분으로 짧게 눌러 압력을 빼냅니다. 
압력을 다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공기를 주입
하거나 뺍니다.

6.  밸브 스템 캡을 장착합니다.

7.  스페어 타이어를 포함해 그 외 모든 타이어의 
압력을 점검합니다.



410      

8

휠 및 타이어

크기 냉간 타이어 공기압
앞/뒤 오리지널 타이어: 
235/55 RF19

33psi, 230kPa

앞/뒤 오리지널 타이어: 
255/45RF20

33psi, 230kPa

스페어 타이어: 없음

WDI0394

예시

타이어 라벨 표시
연방법에서는 타이어 제조업체가 모든 타이어 측면
에 표준화된 정보를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
니다. 이 정보는 타이어의 기본적인 특징을 식별 및 
설명하며 안전 표준 인증을 위한 타이어 식별 번호
(TIN)도 규정합니다. TIN은 리콜 시 타이어 식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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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I0395

예시

① 타이어 크기(예: P215/65R15 95H)

1.  P: “P”는 타이어가 승용차용으로 설계되었음을 
표시합니다(모든 타이어에 이 정보가 표시되는 
것은 아님).

2.  세자릿수(215): 이 숫자는 사이드월 끝에서 반대 
사이드월 끝까지 타이어 폭을 밀리미터 단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3.  두자릿수(65): 이 숫자는 편평비로 알려져 있으며 
타이어 폭 대비 타이어 높이를 표시합니다.

4.  R: “R”은 레이디얼을 의미합니다.

5.  두자릿수(15): 이 숫자는 인치 단위로 휠 또는 림 
직경을 나타냅니다.

6. 두자릿수 또는 세자릿수(95): 이 숫자는 타이어 
부하 지수이며 각 타이어가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는 법적인 의무 사항
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타이어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7. H: 타이어 속도 등급을 나타냅니다. 차량을 
타이어 속도 등급보다 빠르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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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I2786

예시

② 신품 타이어의 TIN(타이어 식별 번호)(예: DOT 
XX XX XXX XXXX)

1. DOT: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약어입니다. 이 기호는 타이어 식별 번호 위, 
아래나 좌측 또는 우측에 있습니다.

2. 두자릿수 코드: 제조업체의 식별 표시

3. 두자릿수 코드: 타이어 크기

4.  세자릿수 코드: 타이어 유형 코드(선택 사항)

5.  네 개의 숫자는 타이어가 제조된 주와 연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3103이라는 숫자는 
2003년 제 31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가 
없으면 타이어의 다른 사이드월을 살펴보십시오.

③ 타이어 플라이 조성 및 재질

타이어에 포함된 고무 코팅 직물층의 수를 의미합
니다. 타이어 제조업체는 스틸,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타이어 재료도 표시해야 합니다.
④ 최대 허용 공기압

이 숫자는 최대 타이어 공기압을 가리킵니다. 최대 
허용 공기압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⑤ 최대 정격 하중

이 숫자는 킬로그램 및 파운드 단위의 최대 타이어 
하중을 나타냅니다. 차량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출고 시 장착된 타이어와 동일한 부하 정격
의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⑥ “튜브리스” 또는 “튜브 타입”이라는 단어

타이어에 내부 튜브가 필요(”튜브 타입”)한지 필요
하지 않은지(”튜브리스”)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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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레이디얼”이라는 단어

타이어가 방사상 구조인 경우 “레이디얼(RADIAL)”
이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⑧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이름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이름이 표시됩니다.
기타 타이어 관련 용어
그 밖에도 정상 아웃보드 사이드월(In tended 
Outboard Sidewall)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 화이트월이 포함되고, 백색 레터링 또는 
제조업체, 브랜드 및/또는 모델명 몰딩이 타이어의 
다른 사이드월에 있는 동일한 몰딩보다 높거나 깊
은 사이드월 또는 (2) 외부를 향하고 있으며 차량에 
장착했을 때 반드시 바깥쪽을 향해야 하는 특정 
측면이 있는 비대칭 타이어 사이드월을 가리킵니다.

타이어의 유형
 경고:

• 타이어 교체 또는 교환 시에는 반드시 타이어 4개 
모두 동일한 유형(예: 하절기, 사계절용, 스노우 
타이어) 및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는 타이어 유형, 크기, 속도 등급 
및 가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교체 타이어는 속도 등급이 출고 시 장착된 
타이어보다 낮을 수 있고 최대 차량 속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타이어의 최대 속도 등급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인피니티에서 지정하지 않은 타이어로 교체하면 
타이어 저압 경고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개의 휠 모두 항상 유형, 크기, 브랜드, 구조 
및 트레드 패턴이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앞/뒤 차축의 타이어 간 원주
가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량주행 안전
제어(VDC) 시스템 기능이상이 발생하여 인체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유발되고 타이어가 과도
하게 마모되며 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및 차동 
기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에 관한 추가 사항은 보증 정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륜구동(AWD) 모델
주의

• AWD 모델용으로 규정된 스페어 타이어만 사용
하십시오.

과도한 타이어 마모가 발견되면 규격, 브랜드, 구조 
및 트레드 패턴이 동일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및 휠 얼라인먼트 역시 
필요에 따라 점검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사계절용 타이어
인피니티는 눈길 또는 빙판길을 포함, 사계절 내내 
양호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일부 모델에 사계절용 
타이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용 타이어는 
타이어 사이드월에 “ALL SEASON 및/또는 MS”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눈길 접지력이 더 우수하므로 일부 지역
에서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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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타이어
인피니티는 건조한 도로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
도록 일부 모델에 하절기 타이어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하절기 타이어의 성능은 눈길과 빙판길에서 
크게 감소됩니다. 하절기 타이어는 타이어 사이드
월에 타이어 접지력 등급 “M&S”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운전할 경우, 인피니티는 4
개의 휠 모두 스노우 또는 4계절용 타이어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한 경우 크기와 하중 등급이 
원래 장착된 타이어와 동일한 타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의 안전 운전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노우 타이어는 출고 시 장착된 타이
어보다 속도 등급이 낮아 최대 차량 속도에 맞지 않
을 수 있습니다. 해당 타이어의 최대 속도 등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4개의 휠 모두 같은 
크기, 브랜드, 구조 및 트레드 패턴이 같은 타이어
를 장착해야 합니다.

빙판길에서 접지력을 보강하기 위해 스파이크 타이어
를 사용해도 됩니다. 스파이크 타이어를 장착하기 
전에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습하 
거나 건조한 지면에서 스파이크 스노우 타이어의 
미끄럼 및 접지력 성능은 일반 스노우 타이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런플랫 타이어
이 차량에는 런플랫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스페어 타이어 또는 잭 및 공구 키트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잭 및 공구 키트는 공식 서비스센터
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런플랫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장소까지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네 개의 휠 모두 지정된 규격의 
런플랫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타이어 규격이나 
구성이 섞일 경우 차량의 조향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자주 점검하고 각 타이어의 압력
을 적당히 조정하십시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서도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런플랫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지, 
타이어 펑크가 났는지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섹션에 설명한 대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
하십시오.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지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에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나타납니다.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Flat Tire 
- Visit dealer(타이어 펑크 -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경고가 나타납니다.
타이어 저압: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지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켜지고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Tyre 
Pressure Low - Add Air(타이어 저압 - 공기 주입)” 
경고가 나타납니다.
타이어 펑크:
타이어가 1개 이상 펑크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
하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계속 켜진 상태에서 
차임이 10초간 울립니다.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Flat Tire - Visit dealer(타이어 펑크 - 공식 서비스
센터 방문)” 경고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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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은 타이어 펑크를 처음 경고할 때만 울리며 
경고등은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타이어 펑크 
경고가 작동되는 경우 시스템을 리셋하고 타이어를 
점검하여 필요시 교체하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타이어를 규정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으로 팽창 
시켰더라도 시스템을 리셋할 때까지는 경고등이 계속 
꺼지지 않습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Flat Tire - 
Visit dealer(타이어 펑크 -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경고가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경우:
• 80km/h(50mph)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 정지 거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늘립
니다.

• 갑자기 주행 방향을 바꾸거나, 급격한 코너링 
및 급제동하지 않습니다.

 경고: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계속 주행할 수는 있지만 
차량의 조향 안정성이 감소해 사고 및 인체 부상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으로 장거리
를 주행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80km/h(50mph) 이상
으로 주행하거나 약 150km(93마일) 이상 주행
하지 마십시오. 펑크난 타이어로 차량이 주행
할 수 있는 실제 거리는 외부 온도, 차량의 적재 
중량, 도로 상태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속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급격한 
코너링이나 급제동을 삼가십시오. 차량을 제어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주행 시 비정상적인 
소음이나 진동을 감지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십시오. 타이어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에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는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차량과 지면 사이 간극이 평소보다 좁기 때문에 
돌출부나 패인 웅덩이 위로 주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펑크난 런플랫 타이어로 자동 세차 설비에 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 펑크난 타이어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나 
기타 공식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으십시오. 
타이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최대한 빨리 
교체합니다.

• 네 휠 모두 항상 종류, 크기, 브랜드, 구조(바이
어스, 바이어스 벨트 또는 래이디얼) 및 트레드 
패턴이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앞/뒤 타이어의 원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이로 인해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 
되고 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및 차동 기어장치
(AWD 모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AWD 모델용으로 규정된 스페어 타이어만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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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타이어 마모가 발견되면 네 타이어 모두 
규격, 브랜드, 구조 및 트레드 패턴이 동일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및 휠 얼라인먼트 역시 필요에 따라 점검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
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타이어 체인
주의

타이어 체인/케이블은 P255/45RF20 또는 255 
/45RF20 규격의 타이어에 장착하면 안 됩니다. 
P255/45RF20 또는 255/45RF20 규격의 타이어
에 타이어 체인/케이블을 장착하면 차량이 손상
됩니다. 타이어 체인/케이블을 사용하려는 경우 
P235/55RF19 또는 235/55RF19 규격의 타이어
를 차량에 장착해야 합니다.
타이어 체인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
니다.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 체인을 장착할 때는 제조 
업체의 제안에 따라 해당 차량의 타이어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체인을 장착하십시오. 오직 SAE 
“S” 등급 체인만 사용하십시오. “S” 등급 체인은 
타이어와 차량 간격이 제한된 차량에 사용됩니다. 
“S” 등급 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동절기 구동 
장치(타이어 체인 또는 케이블)를 사용하는 데 필

요한 타이어와 가장 가까운 차량 서스펜션 또는 
차체 구성부품 간 최소 간격을 충족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최소 간격은 출고 시 장착된 타이어 
크기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유형을 사용

하는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장착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타이어 체인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경우 체인 텐셔너를 사용합니다. 타이어 
체인의 느슨한 엔드 링크를 고정시키거나 제거하여 
타이어 체인이 마치 채찍질하듯이 펜더나 차량 하부
를 파손시킬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가능하면 스노우 
체인을 사용할 때는 차량에 가득 적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감속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손상되거나 차량 운전 및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도로에서 체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체인을 장착한 상태로 주행하면 
과응력으로 인해 차량의 여러 기계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WDI0258

휠 및 타이어 교체
타이어 간 위치 교환
인피니티는 2WD 차량의 경우 매 10,000km (6,000 
마일), AWD 차량의 경우 매 5,000km (3,000마일)
마다 타이어 간 위치를 교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타이어 교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응급 상황 
대처” 섹션의 “타이어 펑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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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빨리 토크 렌치를 이용해 휠 너트를 규정된 
토크로 조입니다.
휠 너트 조임 토크:

83ft-lb(113N-m)
휠 너트는 항상 제원에 맞게 조여 있어야 합니다. 
각 타이어 간 위치 교환 주기에 따른 위치 교환 시 
휠 너트를 제원에 맞게 조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 타이어 간 위치를 교환한 후에는 타이어 공기
압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 1,000km(600마일) 주행 후(또는 타이어 펑크 
시 등) 휠 너트를 다시 조입니다.

• 스페어 타이어는 타이어 간 위치 교환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 타이어에 관한 추가사항은 보증 정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DI0259

타이어 마모 및 손상
1. 마모 한계 표시

2. 위치 표시

 경고:

• 타이어는 마모, 균열, 부풀어 오름 또는 트레드
에 끼인 물체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과도한 마모, 균열, 부풀어 오름 또는 
깊은 절단면이 발견되는 경우 타이어를 교체
해야 합니다.

• 오리지널 타이어의 홈에는 마모 한계 표시(마모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나타나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 타이어는 노화 및 사용에 따라 저하됩니다. 일부 
타이어 손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6년 이상의 타이어(스페어 타이어 포함)
는 공인 정비사를 통해 점검받으십시오. 필요
에 따라 타이어를 교체하여 타이어 파열 및 인체 
부상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 스페어 타이어를 부적절하게 정비하면 심각한 
인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타이어에 관한 추가사항은 보증 정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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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및 타이어 교체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원래 장착된 것과 크기, 트레드 
디자인, 속도 등급 및 허용 하중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휠 및 타이어”를 참조
하십시오.

 경고:

• 권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를 사용하거나 브
랜드, 구조(바이어스, 바이어스 벨트 또는 래이
디얼), 트레드 패턴이 다른 타이어를 함께 사용
하면 승차감, 제동, 조향감, 차량주행 안전제어
(VDC) 시스템, 최저 지상고, 차체와 타이어 간격, 
타이어 체인 간격, 속도계 보정, 전조등 정렬 및 
범퍼 높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한 인체 부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WD 모델에서는 차량에 본래 동일한 크기의 
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을 때 이 중 두 타이어만 
교체하는 경우 뒤차축에 새 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앞차축에 새 타이어를 장착하면 일부 
주행 상황에서 차량 통제력이 상실되므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휠을 교체할 때는 항상 동일한 
오프셋 치수의 휠로 교체해야 합니다. 오프셋이 
다른 휠은 타이어 조기 마모를 초래할 수 있고, 
차량의 조향 특성을 저하시키며 VDC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브레이크 디스크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섭은 제동 효율을 저하
시키거나 브레이크 패드의 조기 마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휠 오프셋 치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휠 및 타이어”를 참조하십시오.

• 스페어 타이어와 같이 TPMS가 없는 휠을 교체
하면 TPMS가 작동하지 않으며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약 1분간 깜박이게 됩니다. 1분 후부터
는 경고등이 계속 켜집니다. 최대한 빨리 타이어
를 교체하거나 TPMS 시스템을 리셋하십시오. 
이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인피니티가 본래 규정한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TPMS의 올바른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TPMS 센서를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으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TPMS 센서를 취급할 때 주의
하십시오.

• TPMS 센서를 교체할 때 ID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ID를 등록하려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피니티가 지정하지 않은 밸브 스템 캡은 사용
하지 마십시오. 밸브 스템 캡이 고착될 수 있습
니다.

• 밸브 스템 캡이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밸브가 오물로 인해 
막혀 기능이상이 발생하거나 압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419      

8

휠 및 타이어

• 수리한 경우라도 손상되거나 변형된 휠 또는 
타이어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휠 또는 
타이어는 구조적으로 손상되었을 수 있고 예고 
없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 재생 타이어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타이어에 관한 추가사항은 보증 정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휠 밸런스
밸런스가 맞지 않는 휠은 차량 운전 및 타이어 수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휠 밸런스는 일반적인 
사용으로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휠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차량에서 휠을 분리한 상태로 휠 밸런스 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 휠 스핀 밸런스 작업을 실시
하면 기계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에 관한 추가사항은 보증 정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휠 관리
• 차량 세차 시, 휠도 세척하여 외관을 유지합니다.
• 휠을 교환하거나 차량 하부를 세차할 때는 휠의 
안쪽을 청소합니다.

• 휠을 세척할 때 연마성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 휠 림이 패이거나 부식되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
합니다. 그러한 손상으로 인해 압력 손실과 타이어 
비드의 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에 도로에 염분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휠에 왁스를 발라 염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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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략적인 용량입니다. 실제 보충 용량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충 용량을 판단하려면 보충할 때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에 기술된 절차를 따릅니다.

오일 유형 용량(근사치)
권장 유체/윤활유

미터식 단위 미국식 단위 영국식 단위
연료 60 L 15-7/8 gal 13-1/4 gal •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연료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엔진 오일*1 배출 및 보충

*1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엔진 오일”을 참
조하십시오.

오일 필터 교체 포함 4.7 L 5 qt 4-1/8 qt

• 순정품 “인피니티 모터 오일 Ester 5W-30 SN5W-30 SN”이 권장됩니다.
• 위의 모터 오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등급 및 점도와 일치

하는 “인피니티 모터 오일” 및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오일 등급: API SN, ILSAC GF-5
• SAE 점도: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권장 SAE 점도 번호”를 참조

하십시오.
오일 필터 교체 미포함 4.6 L 4-7/8 qt 4 qt

엔진 냉각수 
(탱크 포함)

7.7 L 2 gal 1-3/4 gal

• 순정품 인피니티 엔진 냉각수(파란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
• 비순정품 엔진 냉각수를 사용하여 엔진 냉각 시스템의 알루미늄이 부식

되지 않도록 인피니티 순정품 엔진 냉각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비순정품 엔진 냉각수를 사용하여 발생한 엔진 
냉각 시스템 내의 결함으로 인한 수리는 보증 기간 중 발생한 결함이
어도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단변속기(CVT) 오일 — — —

• 순정품 인피니티 CVT 오일 NS-3
• 인피니티 순정품 CVT 오일 NS-3만 사용하십시오. 인피니티 순정품 

CVT 오일 NS-3 이외의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면 CVT가 손상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동 기어 오일 — — —
• 순정품 인피니티 하이포이드 오일 S1 GL-5 75W-80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제품

트랜스퍼 오일 — — —
• 순정품 인피니티 디퍼렌셜 오일 하이포이드 슈퍼 GL-5 80W-90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광유
브레이크액 — — — • 순정품 인피니티 브레이크액 또는 또는 이에 상당하는 DOT 3
다목적 그리스 — — — • NLGI No. 2(리튬 비누기)

권장 연료/윤활유 및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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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연료/윤활유 및 용량

오일 유형 용량(근사치)
권장 유체/윤활유

미터식 단위 미국식 단위 영국식 단위

에어컨 시스템 냉매 — — —
• HFC-134a(R-134a)
•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에어컨 시스템 냉매 및 오일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에어컨 시스템 오일 — — —
• 순정품 인피니티 A/C 시스템 오일 ND-01L8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
•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에어컨 시스템 냉매 및 오일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앞유리 와셔액 5.0 L 1-3/8 gal 1-1/8 gal
• 순정품 인피니티 앞유리 와셔 농축 세정제 및 부동액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제품

연료 권장사항
옥탄가가 최소 91AKI(Anti-Knock Index) 이상인 
무연 프리미엄 휘발유(리서치 옥탄가 96)를 사용하
십시오.
무연 프리미엄 휘발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옥탄
가가 87 AKI(리서치 옥탄가 91) 이상인 일반 무연 
휘발유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주의사항
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료 탱크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일부만 주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를 주입합
니다.

•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의 주행
이나 급가속을 삼갑니다.

최대 차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주의

• 규정된 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배출 컨트롤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증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유연 휘발유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삼원 촉매가 손상됩니다.

• 에탄올 함량이 15%가 넘는 연료를 차량에 사용
하지 마십시오. 이 차량은 에탄올 함량이 15%
가 넘는 연료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15%가 넘는 연료 사용에 맞게 
특히 설계되지 않은 차량에 에탄올 함량이 
15%가 넘는 연료를 사용하면 차량의 배출 컨트롤 
장치 및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은 인피니티 
신차 제한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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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연료/윤활유 및 용량

• 옥 탄  증 강 제 ( 연 료 첨 가 제 ) 인  M M T 
(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MMT가 
함유된 연료를 사용하면 차량 성능 및 배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료 디스펜
서에 MMT 함량 표시 라벨이 부착되지는 않으
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유소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률은 개질휘
발유(Reformulated Gasoline)에 MMT의 사용
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제원
인피니티는 가능하면 세계 연료 분류 기준(WWFC) 
제원에 적합한 휘발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출 컨트롤 시스템과 차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원을 개발했습니다. 
주유소 관리자에게 휘발유가 WWFC 제원에 적합
한지 문의하십시오.

개질휘발유

일부 연료 공급업체에서는 개질휘발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휘발유는 특히 차량 배출량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피니티는 공기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가능할 경우 개질

휘발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사 휘발유
일부 연료 공급업체에서는 에탄올, MTBE, 메탄올 
등 휘발유 함유 유산소를 판매하며, 광고하거나 광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인피니티 
차량의 유산소 함량 및 연료 호환성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유사 휘발유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
니다. 궁금한 점은 주유소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사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성능 문제 및/또는 
연료 시스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연료는 무연이고 무연 휘발유 권장 수치보다 

옥탄가가 낮지 않아야 합니다.
• 메탄올 혼합 이외의 유산소 혼합 연료를 사용할 

경우 유산소 함량이 15% 이하여야 합니다.

• 메탄올 혼합 연료를 사용할 경우 메탄올(메틸 
알코올, 목정) 함량이 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양의 공용매(cosolvent)와 부식방지제도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공용매와 부식 
방지제가 적절히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한 
메탄올 혼합 연료로 인해 연료 시스템 손상 및/
또는 차량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서는 모든 메탄올 혼합 연료가 인피니티 차량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
니다.

유산소 혼합 연료 사용 후 엔진 스톨 또는 열간 시동 
곤란 문제 등 주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유산소 성분이 없는 연료나 MTBE 혼합률이 적은 
연료로 바꾸십시오.
주유 중 휘발유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유산소가 함유된 휘발유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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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5 연료
E-15 연료는 연료용 에탄올 15%와 무연 휘발유 
85%를 혼합한 연료입니다. E-15는 E-15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 정부 규정은 공통 약어 또는 해당 지역에 적절한 
비율이 표시된 작은 정사각형의 주황색 및 검정색 
라벨로 에탄올 디스펜서 펌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85 연료
E-85 연료는 연료용 에탄올 85%와 무연 휘발유 
15%를 혼합한 연료입니다. E-85는 FFV(Flexible 
Fuel Vehicle)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에는 E-85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 정부 규정은 
공통 약어 또는 해당 지역에 적절한 비율이 표시된 
작은 정사각형의 주황색 및 검정색 라벨로 에탄올 
디스펜서 펌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
니다.

MMT 함유 연료
MMT(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여주는 첨가
제입니다. 인피니티에서는 MMT 함유 연료의 사용
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료는 배출 컨트롤 
시스템을 포함한 차량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MMT 함량이 표시된 연료 펌프가 있긴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유소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연료 첨가제
인피니티는 시판 중인 애프터마켓 연료 첨가제(예: 
연료 인젝터 클리너, 옥탄 증강제, 흡기 밸브 침전물 
제거제 등)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첨가제 중 많은 수는 껌, 바니쉬, 침전물 제거용

으로서 연료 시스템과 엔진에 유해할 수 있는 활성 
용제나 비슷한 재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옥탄가 도움말
권장 수치보다 옥탄가가 낮은 무연 휘발유를 사용
하면 지속적이고 심한 “스파크 노킹”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노킹” 현상 발생 시 금속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심할 경우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옥탄가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데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파크 노킹 현상을 감지
하거나 평지에서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스파크 노킹 현상이 발생하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상태를 교정하십시오. 상태
를 교정하지 않으면 차량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피니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점화 타이밍이 맞지 않을 경우에 스파크 노킹 현상, 
애프터 런 및/또는 과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연료 소비와 엔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
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날 경우 차량
을 점검받으십시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단, 가끔 가속하거나 언덕길을 오를 때 약한 스파크 
노킹 현상이 단시간 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엔진 
부하가 높을 경우 잠시 약한 스파크 노킹 현상이 있을 
때 연료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염려할 문제는 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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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연료/윤활유 및 용량

LTI2095

권장 SAE 점도 번호
가급적 5W-30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W-30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도표에서 외부 온도 
범위에 적합한 점도를 선택합니다.

에어컨 시스템 냉매 및 오일 권장사항
인피니티 차량의 에어컨 시스템은 냉매 HFC-134a 
(R-134a) 및 순정품 인피니티 A/C 시스템 오일 유형 
ND-OIL8 오일 또는 이와 동일한 상당 제품으로 충전
해야 합니다.
주의

다른 냉매나 오일을 사용하면 에어컨 시스템이 심하게 
손상되어 모든 에어컨 구성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인피니티 차량에 충전된 냉매 HFC-134a(R-134a)는 
지구 오존층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 냉매가 지구의 
대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정부 규정상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정비 서비스 시 냉매의 회수 
및 재활용이 의무 사항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는 에어컨 시스템 냉매의 복원 
및 재활용에 필요한 숙련된 정비사와 장비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 관련 정비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차후 오일 교체 전 

예상되는 외부 온도 범위

가솔린 엔진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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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엔진
모델 KR20DDET
유형 휘발유, 4-사이클, DOHC
실린더 배열 4실린더, 직렬
보어 x 스트로크

압축비 = 8인 경우 in(mm) 3.307 x 3.547 (84.0 x 90.1)
압축비 = 14인 경우 in(mm) 3.307 x 3.500 (84.0 x 88.9)

배기량

압축비 = 8인 경우 cu in(cm3) 121.86 (1,997)
압축비 = 14인 경우 cu in(cm3) 120.22 (1,970)

점화 순서 1-3-4-2
공회전 속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CVT(N(중립) 위치)
점화 타이밍(공회전 속도 B.T.D.C. 정도)
공회전 시 CO%
점화 플러그 DILKAR7N9HG
점화 플러그 간극(공칭) in(mm) 0.035 (0.9)
캠샤프트 작동 타이밍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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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휠 및 타이어
휠 유형 오프셋 in(mm) 크기

알루미늄 1.54 (39) 
1.73 (44) 

19 x 7.5J
20 x 8.5J

타이어 크기
235/55RF19
255/45RF20

스페어 타이어 미장착

치수 및 중량
전장 in(mm) 184.8 (4,693)
전폭 in(mm) 74.9 (1,903)
전고 in(mm) 66.1 (1,679)
앞 윤거

19인치 휠 in(mm) 64.4 (1,635)
20인치 휠 in(mm) 64.0 (1,625)

뒤 트랙
19인치 휠 in(mm) 64.2 (1,630)
20인치 휠 in(mm) 63.8 (1,620)

축거 in(mm) 110.2 (2,800)
총 차량 중량

FWD lbs (kg) 4,196 (2,230)
AWD lbs (kg) 5,062 (2,296)

적차 시 하중 분포
전면 lbs (kg) 2,822 (1,280)
후면 lbs (kg) 2,5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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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서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려고 계획할 
경우 먼저 판매되고 있는 연료가 차량의 엔진에 적합
한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옥탄가가 너무 낮은 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휘발유 차량은 무연 휘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연료를 구할 수 
없는 지역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른 국가, 주, 도 또는 구역으로 차량 등록을 이전
하는 경우에도 지방의 법률과 규정에 맞도록 차량
을 개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제어 및 안전 표준에 대한 법규는 국가, 
주, 지방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차량 제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 국가, 주, 도, 구역으로 가져가 등록할 
경우, 개조, 운송, 등록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인피
니티는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로 여행하거나 등록할 경우 차량 식별

TI1050M

차대번호판

차대번호판(VIN)은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번호는 차량의 식별 정보이며 차량 등록에 사용
됩니다.
VIN 번호는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TI2332

차대 번호(섀시 번호)
차대번호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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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식별

LTI2328

엔진 일련 번호
이 번호는 그림과 같이 엔진에 압인되어 있습니다.

WTI0099

인증 라벨
인증 표지판은 그림과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라벨에는 제조년월 및 차대번호판(VIN)과 같은 귀중한 
차량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 보십시오.

LTI2251

타이어 표식
타이어 표식에는 냉간(COLD)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표식은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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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2358

1. 차량 중앙선을 찾은 후 37.5mm(1.5인치) 지점
까지 측정합니다. 범퍼 위치를 표시합니다.

2. 범퍼에 10mm(0.39인치) 구멍 Ⓐ을 뚫습니다.

LTI2410

3. 범퍼에 번호판 브래킷을 고정한 후 두 곳 Ⓑ에 
표시합니다.

4. 번호판 브래킷을 분리하고 표시한 위치에 2개
의 10mm(0.39인치) 구멍을 뚫습니다.

WTI0189

에어컨 제원 라벨
에어컨 제원 라벨은 그림과 같이 후드 아랫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앞 번호판 장착차량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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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2411

5. 범퍼에 2개의 나사 그로밋 Ⓒ을 삽입합니다.

6. 2개의 나사 Ⓓ를 사용하여 번호판 브래킷을 장착
합니다.

앞 번호판 장착 차량 하중 정보

 경고

• 차량의 화물칸에 탑승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충돌 시 이 공간에 탑승한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
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차량에서 시트 및 시트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아무도 탑승시키면 안 됩니다.

• 차량의 모든 승객들이 시트에 앉아서 시트벨트를 
올바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어

차량에 화물을 싣기 전에 다음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차 중량(실제 차량 중량) - 기본 및 옵션 사양, 
유체, 비상 공구 및 스페어 타이어 어셈블리를 
포함한 차량 중량 이 중량에는 승객과 화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GVW(총차량중량) - 공차 중량에 승객과 화물
을 합한 중량

• GVWR(총차량중량등급) - 차량, 승객, 화물 및 
다른 옵션 사양의 중량을 합한 최대 총 중량

• GAWR(총차축중량등급) - 앞뒤 차축에 규정된 
최대 중량(하중) 한도

• GCWR(총합산중량등급) - 차량, 승객, 화물, 
트레일러의 중량을 합합 최대 총 중량

• 차량허용하중, 하중한도, 총하중용량 - 차량 하중
(승객 및 화물)에 대해 정해진 최대 총 중량 한도 
이 하중은 차량에 탑승 및 적재가 가능한 승객
과 화물을 합한 총 중량입니다.

• 화물용량 - 하중 한도에서 승객의 중량을 뺀 화물 
허용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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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중 정보

차량 탑승/적재 용량
차량에 승객과 화물을 싣고 주행하기 전에 해당 차량
의 총차량중량 등급(GVWR) 또는 총차축중량등급
(GAWR)을 확인하십시오.
승객과 화물을 합한 총 중량을 구하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승객의 체중을 더한 후 총 화물 중량을 
더합니다.

WTI0169

하중 한도
잔여 가용 화물 및
짐 하중 용량 =

잔여 가용 화물 및
짐 하중 용량 =

탑승자 화물

탑승자 화물
하중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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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중 정보

정확한 하중 한도 결정 단계
1. 차량 부하 용량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차량 하중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2. 차량에 탑승할 운전자와 승객의 체중을 모두 더해 
구합니다.

3. 운전자와 승객의 총 체중을 차량 부하 중량 용량
에서 뺍니다.

4. 그 결과 나온 값은 사용 가능한 화물 및 짐
의 하중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XXX 양이 
635kg(1400lbs)이고 차량에 68kg(150lb)
의 승객 5명이 탑승할 경우 사용 가능한 화물 
및 짐 하중 용량은 295kg(650lbs) 또는 (635-
340(5 X 68) = 295kg) (1,400-750(5 X 150) 
= 650lbs)입니다.

5. 차량에 싣는 짐과 화물의 총 중량을 구합니다. 
그 중량이 4단계에서 계산한 사용 가능한 화물 
및 짐의 하중 용량을 안전하게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차량이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트레일러의 
하중이 차량에 전달됩니다.

차량에 승객과 화물을 싣고 주행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총차량중량등급(GVWR) 또는 총차축중량
등급(GAWR)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중량 측정”을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이 적절한지도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타이어 표식”을 
참조하십시오.

LTI2331

화물칸 화물 고리

화물 고정
그림과 같이 화물칸에는 화물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는 로프나 다른 종류의 고정줄로 화물 고정 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리 하나당 29N(6.5lbs)가 넘는 총 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위치한 화물 고리에 가해지는 
하중은 고리 하나당 490N(110lbs)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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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중 정보

 경고:

• 모든 화물을 로프나 고정줄로 적절하게 고정시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트 
등받이보다 높게 화물을 두면 안 됩니다. 급정지 
또는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화물로 인해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용 보조시트 상단 테더 스트랩이 화물칸의 
물건에 닿아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화물칸에 싣는 
모든 물건은 고정하십시오. 상단 테더 스트랩
이 손상될 경우 충돌 시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 GVWR 또는 앞/뒤 GAWR의 최대값보다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지 마십시오. 차량의 일부가 파손
되고 타이어 손상이 발생하거나 차량 조작 방식
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력이 상실되어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적재 도움말
• GVW는 GVWR 또는 GAWR을 초과할 수 없습
니다.

• GAWR에 앞뒤 차축을 적재하지 마십시오. 
GVWR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경고:

• 모든 화물을 로프나 고정줄로 적절하게 고정
시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급정지 또는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화물로 인해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GVWR 또는 앞/뒤 GAWR의 최대값보다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지 마십시오. 차량의 일부가 파손
되고 타이어 손상이 발생하거나 차량 조작 방식
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력이 상실
되어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과적은 차량과 타이어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이 안전하지 않게 되며 제동 
거리도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타이어가 파열
되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적으로 인한 문제는 차량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중량 측정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고정하여 무게 쏠림으로 
인해 차량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차량에 짐을 적재하는 경우 차량 앞뒤 휠의 무게를 
따로 재어 차축 하중을 확인하십시오. 개별 차축 
하중은 GAWR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총 차축 하중은 GVWR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게 
등급이 초과되면 모든 무게를 등급 이하로 맞추

도록 짐을 옮기거나 빼내십시오.



436      

9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국교통
부) 품질 등급: 모든 승용차 타이어는 본 등급 규정 
외에 연방 안전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타이어 등급은 트레드 숄더와 최대 단면폭 사이의 
타이어 사이드 월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Treadwear 200 Traction AA Temperature A 
트레드 마모
트레드 마모 등급은 미연방 정부가 지정한 테스트 
코스에서 시험한 타이어 마모율에 근거한 비교 등
급입니다. 예들 들어, 타이어 등급 150은 미연방 
정부의 테스트 등급 100을 기준으로 1.5배의 우수한 
마모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이어의 상대적인 
성능은 사용자의 실제적인 사용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운전 습관 변화, 정비 관리, 도로 환경 및 기후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지력(TRACTION) AA, A, B, C
접지력 등급은 가장 높은 점수인 AA부터 A, B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인 C로 매겨집니다. 이러한 등급은 
미연방 정부가 제어된 조건 하에 지정된 아스팔트
와 콘크리트 테스트 트랙 시험에서 측정된 젖은 길
에서의 제동력을 의미합니다. C가 표시되어 있다면 
양호하지 못한 접지력 성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고:

이 접지력 등급은 직선 도로에서의 제동 접지력 
테스트를 통하여 결정되며, 가속, 코너링, 수막 현상
이나 최대 접지력 특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TEMPERATURE) A, B, C
이 온도 등급은 타이어의 내열 및 방열 성능을 나타
내는 것으로 가장 높은 A부터 가장 낮은 C까지 미
연방 정부가 제어된 조건 하에 지정된 실내 실험실 
테스트를 근거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는 
타이어 성능과 수명을 저하 및 단축시키며,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급작스러운 타이어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등급 C는 모든 승용차 타이어가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No.109에 준거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등급 B와 A는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보다 높은 실험실 테스트 성능을 의미합
니다.

 경고:

이 온도 등급은 적정한 공기압이 주입되고 과하중
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테스트 결과입니다. 
과속, 공기압 부족 또는 과도한 하중은 개별적이나 
함께 작용하여 온도를 높이고 타이어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등급 표시(UT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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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4륜구동(AWD) 장착 차량은 2륜 동력계(예: 일부 
국가에서 배기 검사 시 사용하는 동력계) 또는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절대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동력계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검사소 직원
에게 차량에 AWD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잘못된 검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변속기가 손상되
거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
되거나 인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특정 주행 방식으로 주행하면 이와 같이 “준비 
상태”가 됩니다. 평소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면 일반적
으로 이 “준비 상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력장치 시스템 구성부품을 수리하거나 배터리를 
분리하면 차량이 “미준비” 상태로 재설정될 수 있
습니다. I/M 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 차량의 검사/
정비 테스트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점화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기능
이상 지시등(MIL)이 20초간 계속 켜진 후 10초간 
깜박이면 I/M 테스트가 “미준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20초가 경과된 후에도 MIL이 깜박이지 
않으면 I/M 테스트가 “준비” 상태로 설정됩니다. “준비

상태”를 설정하거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하려면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검사/정비(I/M) 테스트 준비 사고기록장치(EDR)

이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EDR의 주 목적은 에어백 전개 또는 도로 
장애물 충돌과 같은 특정한 충돌 또는 거의 충돌에 
가까운 상황에서 차량의 시스템이 수행된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입
니다. EDR은 단시간 동안(일반적으로 30초 이하) 
차량동력학 및 안전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EDR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다양한 차량 시스템의 작동 방식
• 운전석 및 동반석 시트벨트 착용 여부
•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및/또는 브레이크 페달
을 밟은 정도

• 차량 주행 속도 
• 소리는 기록되지 않음



438      

9

이 데이터를 통해 충돌 및 부상이 발생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EDR 
데이터는 중대한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차량에 의해 기록됩니다. 정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EDR에 의해 어떠한 데이터도 기록되지 않으며 개인 
데이터(예: 이름, 성별, 나이 및 충돌 위치)는 기록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집행 기관과 같은 다른 
당사자가 EDR 데이터를 충돌 사고 조사 동안 통상적
으로 획득된 개인 식별 데이터의 유형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EDR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차량 또는 EDR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차량 제조업체 및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도 특수 장비를 갖춘 법집행 기관과 같은 다른 
당사자가 차량 또는 EDR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EDR 데이터는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 필요하거나 허가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
(제30조의2제1항 관련)

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설명서/서비스 매뉴얼 정보

현재 및 이전 연식에 대한 인피니티 서비스 매뉴얼
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서비스 매뉴얼은 
차량의 정비 및 수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처이며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인피니티 차량 교육을 받은 정비사가 사용하는 
매뉴얼과 동일합니다. 인피니티 사용자 설명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서비스 매뉴얼의 현재 가격과 이용 가능 
여부는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피니티 사용자 설명서의 현재 가격과 이용 가능 
여부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080-010-0123

사고기록장치(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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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장치 승인 번호 및 정보

LTI2413 LTI2409 LTI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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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시스템 

차량 보안 시스템  .................................109
보안 표시등  ....................................................97
보행자 감지 내장 전방 비상 제동(FEB) 

시스템  ..........................................91, 318
부동액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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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시트  ....................................................54
부식 방지  .....................................................377
브레이크  ......................................................399
브레이크 시스템 ............................................346
브레이크 어시스트 .........................................348
브레이크 

ABS 브레이크 시스템(ABS) .................347 
브레이크 경고등  ....................................90 
브레이크 마모 표시  .......................98, 399 
브레이크 시스템 ...................................346 
브레이크등(정지등 참조)  .....................405 
브레이크액 탱크 ...................................390 
자기조정식 브레이크 ............................399

브레이크액 탱크 ............................................390
비상 엔진 차단  ......................................247, 362
비상등 (비상등 스위치 참조)  ..........................362
비상등 스위치  ...............................................362

ㅅ

사각지대경고(BSW)  .....................................265
사고기록장치(EDR) .......................................437
사용자 설명서 주문 양식  ...............................438
사용자 설명서/서비스 매뉴얼 주문 정보 ...........438

사이드 미러  ..................................................180
삼원 촉매 장치  ..............................................237
상단 테더 스트랩 포함 어린이용 보조시트  ........42
상부 테더 스트랩 어린이용 보조 시트  ...............42
섀시 컨트롤  ..................................................351
서비스 매뉴얼 주문 양식 ................................438
선 바이저  .....................................................178
선글라스 케이스  ...........................................130
선글라스 홀더  ...............................................130
선루프  ..................................................138, 375
선루프(문루프 참조)  ......................................138
속도계 및 오도미터 ..........................................84
속도계 .......................................................84, 85
송풍구  ..........................................................221
쇼핑백 고리(Grocery hook)  ..........................133
스위치 

계기판 밝기 컨트롤  .............................119 
뒷유리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 ...............114 
방향지시등 스위치  ..............................119 
비상등 스위치  .....................................362 
안개등 스위치  .....................................120 
자동 조명 스위치  .................................116 

자동 파워 윈도우 스위치 .......................137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스위치  ...............116 
전조등 정렬 컨트롤  .............................118 
파워 도어락 스위치  .............................150

스티어링 휠 ...................................................177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346
시동 

밀어 시동  ............................................366 
시동 및 주행 시 주의사항  .............236, 242 
엔진 시동  ............................................249 
엔진 시동 전 ........................................249 
점프 시동 .....................................364, 393

시트 등받이 포켓 ...........................................128
시트 조정 

앞좌석 파워 시트 조정  ...........................19
2열 벤치 시트  .................................................20
시트 

2열 벤치 시트 조정  ................................20 
암레스트  ...............................................21 
앞좌석  ..................................................18 
온열 시트  ............................................122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182 
조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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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플로어 매트  ..........................................375
시트벨트 경고등  .......................................30, 95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 (SRS) ..........57
시트벨트 익스텐더 ...........................................34
실내 마이크로필터  ........................................396
실내 조명 장치 ...............................................141
실외 및 실내 청소  .................................372, 374

ㅇ

안개등 스위치  ...............................................120
안전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 ...........................151 
어린이 시트벨트 ...................38, 45, 51, 54

안전벨트 
리트랙터 장착 3점식  .............................30 
부상자 ...................................................30 
시트벨트  .......................................27, 376 
시트벨트 관리  .......................................35 
시트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  .....................27 
시트벨트 익스텐더 .................................34 
아동 ......................................................36 
어린이 안전 ...........................................35 
유아 및 소아  .........................................36 
임산부 ...................................................30

안정성 컨트롤  ...............................................348
안테나  ..........................................................231
알람 시스템 (차량 보안 시스템 참조)  ..............109
암레스트  ........................................................21
앞 도어 포켓 ..................................................128
앞유리 와셔액  ...............................................391
앞유리 와셔액 경고등  ....................................105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396
앞좌석  ............................................................18
앞좌석 파워 시트 조정  .....................................19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액티브 사운드 인핸스먼트(ASE) ...........360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352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  ....................................351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351
어라운드 뷰 모니터  .......................................198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 .....................................151
어린이용 보조시트  ........................35, 36, 38, 40 

상단 테더 스트랩 고정앵커 포인트 위치 ...42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장치(LATCH) 
시스템 ...................................................40 
어린이용 보조시트 주의사항  ..38, 45, 51, 54

어린이용 보조시트 고정장치(LATCH) 시스템 ......40
에어 클리너  ..................................................396
에어백 경고 라벨  ............................................76
에어백 경고등  ...........................................77, 95
에어백 경고등 라벨 ..........................................76
에어백 시스템 

앞좌석(프런트 에어백 시스템 참조) .........64
에어백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참조)  ...................................................57

에어컨 정비 서비스 ........................................230
에어컨 

에어컨 시스템 냉매 및 오일 권장사항  ...426 
에어컨 작동  ........................................223 
에어컨 정비 서비스 ............................. 230 
에어컨 제원 라벨  .................................431 
필터  ...................................................396 
히터 및 에어컨 컨트롤  .........................223 
히터 및 에어컨(자동) (장착된 경우) .......222

에어클리너 하우징 필터  ................................396
엔진 냉각수 온도 게이지 ..................................86
엔진 시동  .....................................................249
엔진 시동 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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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표시등 점검 (기능이상 지시등 참조) ..........96
엔진 

엔진 냉각 시스템  .................................385 
엔진 냉각수 교환 ..................................386 
엔진 냉각수 레벨 점검  .........................385 
엔진 냉각수 온도 게이지 .........................86 
엔진 시동  ............................................249 
엔진 시동 전 ........................................249 
엔진 오일 교환 .....................................387 
엔진 오일 레벨 점검 .............................386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94 
엔진 오일 필터 교체 .............................389 
엔진 오일 .............................................386 
엔진 일련 번호  ....................................430 
엔진 제원  ............................................427 
엔진룸 점검 위치  .................................384 
용량 및 권장 연료/윤활유  .....................422

여행(차량을 다른 국가에 등록할 경우)  ...........429
연료 게이지  ....................................................87
연료 주입구 ...................................................175
연료 캡  .........................................................176
연료 

연료 게이지  ..........................................87 
연료 권장사항  .....................................423 

연료 옥탄가  ........................................425 
연료 주입구 및 캡 .................................176 
연비 ....................................................341 
용량 및 권장 연료/윤활유  .....................422

연비 - 연료  ...................................................341
연비 향상 ......................................................341
예측 전방 충돌 경고 (PFCW)  ........................329
오도미터 .........................................................85
오버헤드 선글라스 보관함 ..............................130
오일 

엔진 오일 교환 .....................................387 
엔진 오일 레벨 점검 .............................386 
엔진 오일 필터 교체 .............................389 
엔진 오일 .............................................386 
용량 및 권장 연료/윤활유  .....................422

옥탄가(연료 옥탄가 참조)  ..............................425
온도 게이지 

엔진 냉각수 온도 게이지 .........................86
온도 조절 시트 스위치  ...................................121
온열 시트  .....................................................122
와셔 스위치 

뒷유리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 ...............114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  ...................................112

와이퍼 
뒷유리 와이퍼 및 와셔 스위치 ...............114 
와이퍼 블레이드  ..................................396

용량 및 권장 연료/윤활유  ..............................422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182
운전석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182 
자동 파워 윈도우 스위치  ......................137

원격 엔진 시동 .......................................165, 250
윈도우 ...........................................................136 

동반석 윈도우 잠그기  ..........................136 
뒷좌석 파워 윈도우  .............................137 
파워 윈도우  ........................................136

유체 
무단변속기(CVT) 오일  ........................390 
브레이크액 탱크 ...................................390 
앞유리 와셔액  .....................................391 
엔진 냉각수 온도 ..................................385 
엔진 오일 .............................................386 
용량 및 권장 연료/윤활유  .....................422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248
이중 전동 문루프  ..........................................138
이중 패널 문루프  ..........................................138
인텔리전트 4륜구동(AWD) ............................341



445      

10

인텔리전트 정속주행장치(ICC) ......................284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경고 신호 .............................................162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작동  ...................159 
비상키  ................................................147 
키 작동 범위  .......................................153 
키 작동 ................................................155 
문제해결 가이드  ..................................162

인피니티 InTouch 사용자 설명서 ....................188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110, 148, 248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146, 151
인피니티 주행 모드 선택  ...............................261
일반 점검  .....................................................380

ㅈ

자기조정식 브레이크 ......................................399
자동 눈부심 방지 룸 미러 ...............................180
자동 도어락  ..................................................150
자동 브레이크 홀드 ........................................258
자동 조명 스위치  ..........................................116
잠금 

글로브 박스 잠금장치  ..........................130 
도어락  ........................................148, 149 

리프트게이트 열림  ..............................174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 ...........................151 
연료 경고등  ..................................93, 105 
파워 도어락  ........................................150

전구 교체  .....................................................405
전구 점검/계기판  ............................................90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353
전방 및 후방 소나 시스템 스위치 ....................123
전원 콘센트  ..................................................126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256
전조등  ..........................................................404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스위치  .........................116
전조등 스위치 ................................................116
전조등 정렬 컨트롤  .......................................118
점검 항목 설명  ..............................................380
점프 시동 ..............................................364, 393
점화 플러그  ..................................................395
점화 플러그 교체 ...........................................395
점화스위치 

버튼식 점화스위치  ..............................245
정렬 컨트롤, 헤드라이트  ...............................118
정비 요건  .....................................................380

정비 
시트벨트  ...............................................35 
실내  ...................................................381 
실외  ...................................................380 
일반 점검  ............................................380 
점검 시 주의사항 ..................................383 
후드 및 차량 하부  ................................382

정속주행장치 .........................................282, 283
정지등  ..........................................................405
제원 ..............................................................427
조명 장치  .....................................................404 

개인등  ................................................142 
경고등/표시등 및 경고음  ............89, 90, 95 
독서등 .................................................142 
동반석 에어백 및 작동표시등  .................67 
보안 표시등  ..........................................97 
브레이크등(정지등 참조)  .....................405 
실내 조명 장치 .................................... 141 
실외 및 실내 조명 장치  ........................405 
안개등  ................................................404 
안개등 스위치  .....................................120 
앞유리 와셔액 경고등  ..........................105 
에어백 경고등 ..................................77, 95 
전구 교체  ............................................405 
전구 점검/계기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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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404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스위치  ...............116 
조명 장치 전구  ....................................404 
충전 경고등  ..........................................91 
타이어 저압 경고등  ...............................92 
트렁크등  .............................................142

주의사항 
부스터 시트 주의사항  ...........38, 45, 51, 54 
시동 및 주행 시 주의사항  .............236, 242 
시트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SRS) 
주의사항 ................................................57 
시트벨트 사용 시 주의사항  .....................27 
어린이용 보조시트 
주의사항 ..............................38, 45, 51, 54 
점검 시 주의사항 ..................................383 
포장 도로 및 오프로드(험로) 주행 시 
주의사항 ..............................................240

주차 브레이크  .....................................91, 95, 96
주차 

주차/언덕길에서 주차  ..........................344
주행 

동절기 운전 .........................................358 
무단 변속기(CVT)로 주행  ....................250 
시동 및 주행 시 주의사항  .............236, 242

중량(치수 및 중량 참조)  ................................428

ㅊ

차간거리제어(DCA) .......................................307
차대번호(VIN)  ..............................................429
차대번호(VIN)판  ...........................................429
차대번호판 (섀시 번호)  .................................429
차량 견인 ......................................................367
차량 길들이기 ................................................340
차량 보안 시스템  ..........................................109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엔진 시동  ............................110, 148, 248

차량 식별  .....................................................429
차량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248
차량 견인  .....................................................370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99
차량 주행 ......................................................250
차량 치수 및 중량  .........................................428
차량 하중 정보  ..............................................432
차량주행안전(VDC) 시스템 ............................348
차임, 경고음  ...................................................98
치수 및 중량  .................................................428

ㅋ

카 폰 또는 CB 라디오 ....................................231
카메라 지원 주차 센서(소나)  ..........................211
컨트롤 

히터 및 에어컨 컨트롤 ..........................223
컵 홀더  .........................................................131
콘솔 박스  .....................................................130
키        ..........................................................146
키리스 엔트리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포함 

(인텔리전트 키 시스템 참조)  ................159
키포브 배터리 교체  .......................................402

ㅌ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237
타이어 공기압 점검  .......................................105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저압 경고등  ...............................92
타이어 저압 경고등  .........................................92
타이어 펑크 ...................................................363
타이어 

UTQG(UNIFORM TIRE QUALITY 
GRADING: 타이어 등급 표시)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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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간 위치 교환  ............................416 
타이어 공기압  .....................................407 
타이어 유형 .........................................413 
타이어 체인  ........................................416 
타이어 펑크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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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권장사항:
옥탄가가 최소 91AKI(Anti-Knock Index) 이상
인 무연 프리미엄 휘발유(리서치 옥탄가 96)를 
사용하십시오.
무연 프리미엄 휘발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옥
탄가가 87 AKI(리서치 옥탄가 91) 이상인 일반 
무연 휘발유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주
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료 탱크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일부만 주입하
고 가능한 한 빨리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를 주
입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의 주행
이나 급가속을 삼갑니다.

최대 차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주의

• 규정된 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배출 컨
트롤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증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유연 휘발유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삼원 촉매가 손상됩니다.

• 에탄올 함량이 15%가 넘는 연료를 차량에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 차량은 에탄올 함량이 
15%가 넘는 연료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았
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15%가 넘는 연료에 맞게 특
히 설계되지 않은 차량에 에탄올 함량이 15%
가 넘는 연료를 사용하면 차량의 배출 컨트롤 
장치 및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은 인피니
티 신차 제한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옥 탄  증 강 제 ( 연 료 첨 가 제 ) 인  M M T 
(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MMT가 
함유된 연료를 사용하면 차량 성능 및 배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료 디스펜
서에 MMT 함량 표시 라벨이 부착되지는 않으
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유소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률은 개질휘
발유(Reformulated Gasoline)에 MMT의 사
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권장 유체/윤활유 및 용량”을 참
조하십시오.

주유 정보

권장 엔진 오일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기술 및 소비자 정보” 
섹션에 수록된 “권장 SAE 점도 번호”를 참조하
십시오.

타이어 냉간 압력
타이어 표식을 참조하십시오.
이 라벨은 일반적으로 운전석 측 센터 필러나 운
전석 도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정비 및 자가정비” 섹션의 “휠 및 타이

어”를 참조하십시오.

권장 신차 길들이기 절차
차량 사용 첫 2,000km(1,200마일) 동안 길들이
기 절차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이후 신차의 신뢰
성과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본 설명서 “시동 및 주행” 섹션에 수록된 “차
량 길들이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권장사항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손상이나 엔진 수명 단축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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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일본닛산 자동차 주식회사
공급자: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인피니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10층
연락처: 02 2085 8900

제작결함안내 (제50조 관련)

귀하의 자동차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인피니티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자동차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결함 등 소비자 불만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화: 080-357-2500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